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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단계에서 건설 및 운영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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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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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허가신청자는 원자력발전소를 상세하게 설계 및 분석하고 원자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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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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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허가신청자가 작성·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

부를 평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심사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서는 안전심사과정에서 검토자에게 필요한 규제요건과 허용

기준 기술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부의 검토절차 또는 

규제입장을 밝힌 문서이다. 따라서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서를 활용하여 안

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해당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 평가

하여 안전성을 심사한다.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층검토를 위하

여 경우에 따라서는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설계자와의 직접적인 논의를 통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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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침이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허가신청자는 해당 규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검토자는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과 규제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성을 평가한다.  

  허가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검토자는 본 안전심

사지침 외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을 동시에 참고하여



야 하며,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은 본 안전심사지침보다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이 본 안전심사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규제기준

과 규제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규제기준과 규제지침의 기술적 근거가 불명

확한 경우에는 본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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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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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검토부서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검토부서간의 상호보완 

및 연계검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검토주관부서는 해당 절의 안전성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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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검토의견을 검토주관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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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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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검토분야

  검토주관부서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안전성 검토업무 범위가 기술되어 있다.  

또한, 검토주관부서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검토연계

부서가 수행하고 상호 공유하여야할 검토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및 관련 기술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기술기준은 국내법규에 의한 

해당기준 및 현재 국내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외국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의 일부 절에서는 검토주관부서의 기술적 입장이 

부록에 기술되어 검토자가 허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 및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Ⅲ. 검토절차

  검토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기술하고 있으며, 검토자가 검토대상인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계통, 기기, 분석데이터 또는 정보가 허용기준에 만족함

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계별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Ⅳ.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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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의 각 절에 대해 이러한 형태의 검토결론을 안전심

사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다. 본 안전심사보고서에는 검토업무를 어떤 측면에서 

수행하였으며, 어떤 면을 강조했었는지를 포함해서 추가 요구되는 정보, 추후 

해결되어야 할 사항 및 미해결사항과 원전설계자 또는 신청자 계획사항 중 안

전심사지침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 안전심사지침에서 위배된 

사항의 근거 등을 포함한 검토업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Ⅴ. 참고문헌

  안전심사지침서 개발에 사용한 참고문헌의 목록을 열거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국내원전 안전성평가와 안전성분석보고서 검토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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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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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축적된 규제기술 및 국내외 최신기술을 본 지침에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여 

심사에서 누락되는 항목이나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없도록 꾸준하게 개정작

업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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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부압형 격납건물을 포함한 건식형 격납건물

6.2.1.2 부격실 분석

6.2.1.3 가상 냉각재상실사고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6.2.1.4 가상 2차계통 배관파열에 대한 질량 및 에너지 방출분석 

6.2.1.5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분석

6.2.2 격납건물 열제거계통 

6.2.3 이차 격납건물 기능설계

6.2.4 격납건물 격리계통

6.2.5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제어 

6.2.6 격납건물 누설시험 

6.2.7 격납건물 압력경계 파단방지 

6.3 비상노심냉각계통 

6.4 주제어실 상주보장 설비

6.5.1 공학적안전설비 공기정화계통 

6.5.2 핵분열생성물 제거계통으로서의 격납건물 살수

6.5.3 핵분열생성물 제어계통 및 구조물 

6.6 KEPIC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가동 중 및 시험

부록 6.1.1-1 비상노심냉각수의 pH 제어

부록 6.2.1.5-1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 평가를 위한 격납건물 최소압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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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6.2.4-1 정상 운전중 격납건물 환기 및 배기

부록 6.2.5-1 냉각재상실사고 시 격납건물내 수소농도 계산 방법

부록 6.3-1 재장전수저장탱크와 재순환집수조로부터 안전주입 펌프까지의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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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7장 ~ 8장)

제7장 계측제어

7.0 계측 및 제어 - 검토절차 개요



7.1 계측 및 제어 - 서론

7.2 원자로정지계통 

7.3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7.4 안전정지계통 

7.5 안전에 중요한 정보계통

7.6 안전에 중요한 연동계통 

7.7 제어계통

7.8 다양성 계측제어계통 

7.9 데이터 통신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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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0-1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검토절차

부록 7.0-2 가동 중 원전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변경허가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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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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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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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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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 고압력의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저압력계통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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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3 원자로냉각재펌프 비가동중 원자로 운전을 위한 보호계통의 정지 

설정치 변경

부록 7-4 보조급수계통의 설계기준 

부록 7-5 가압경수형 원자로 단일제어봉의 불필요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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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7 Regulatory Guide 1.22의 적용에 관한 지침 

부록 7-8 원자로보호계통의 예상정지에 관한 요건

부록 7-9 Regulatory Guide 1.97 적용을 위한 지침



부록 7-10 격리장치의 적용과 품질 

부록 7-11 계측장비의 설정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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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3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토지침

부록 7-14 자기시험 및 감시시험 설비에 대한 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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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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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7-17 디지털 컴퓨터 실시간 성능에 관한 평가지침

부록 7-18 일반의제,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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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전력계통

8.1 전력계통 - 서론

8.2 소외전력계통 

8.3.1 소내 교류전력계통

8.3.2 소내 직류전력계통

8.4 발전소 정전사고(SBO)

부록 8.2-1 발전차단기(GCB) 및 부하차단스위치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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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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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2 디젤발전기의 첨두부하 시 이용

부록 8-3 소외전력계통의 안정도 

부록 8-4 수동제어 전기구동밸브에 대한 단일고장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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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6 발전소 전력계통의 전압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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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8-8 발전소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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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9장 ~ 10장)

제9장 보조계통

9.1.1 신 핵연료 저장 

9.1.2 사용후 핵연료 저장 

9.1.3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9.1.4 경하중 취급계통 

9.1.5 중하중 취급계통 

9.2.1 용수계통 

9.2.2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9.2.4 식수 및 위생수 계통 

9.2.5 최종 열제거원 

9.2.6 응축수 저장시설 

9.2.7 필수냉방계통 설계 심사지침

9.3.1 압축공기계통 

9.3.2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

9.3.3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9.3.4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9.4.1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

9.4.2 사용 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

9.4.3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

9.4.4 터빈건물 환기계통



9.4.5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

9.5.1 화재방호계획

9.5.2 통신계통

9.5.3 조명계통

9.5.4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9.5.5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9.5.6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

9.5.7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9.5.8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

부록 9.5.1-1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지침

제10장 동력변환계통

10.2 터빈 및 발전기계통

10.2.3 터빈 회전자 건전성 

10.3 주증기 공급계통 

10.3.6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 

10.4.1 주복수기 

10.4.2 주복수기 진공계통

10.4.3 터빈축 밀봉계통 

10.4.4 터빈우회계통 

10.4.5 순환수계통

10.4.6 복수정화계통 

10.4.7 복수 및 급수계통

10.4.8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10.4.9 보조급수계통 



10.5 담수계통

부록 10.2-1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에 대한 설계 지침

부록 10.4.7-1 증기발생기에서의 수격현상예방 설계지침

부록 10.4.9-1 비상급수계통 펌프구동 및 동력원 다양성에 관한 설계

제5권 (11장 ~ 19장)

제11장 방사성폐기물 관리

11.1 방사선원항

11.2 액체폐기물 관리계통

11.3 기체폐기물 관리계통

11.4 고체폐기물 관리계통

11.5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능 감시 기기와 시료채취계통

부록 11.3-1 기체폐기물계통 누설 또는 고장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배출

부록 11.4-1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설계지침

부록 11.4-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에 대한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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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물 감시기의 설계지침

제12장 방사선방호

12.1 직업상 방사선피폭(ORE)의 ALARA 보증

12.2 방사선원

12.3-4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12.5 방사선방호계획 



제13장 운영관리

13.1.1 관리 및 기술지원 조직 

13.1.2-3 운전조직

13.2.1 원자로운전원 훈련

13.2.2 면허 미소지 직원 훈련

13.4 운전단계 활동사항 

13.5.1.1 행정절차서 - 일반사항 

13.5.1.2 행정절차서 - 초기시험 프로그램 

13.5.2.1 운전 및 비상운전절차서 

13.5.2.2 정비 및 기타 운전절차서 

부록 13.5.2.1-1 비상운전절차서 개발계획서 평가를 위한 검토절차

제14장 초기시험계획

14.2 발전소 초기시험계획 

제15장 사고해석

15.0 서론 - 과도 및 사고해석

15.0.2 사고해석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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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유량 증가, 증기발생기 압력 방출밸브나 안전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15.1.5 증기관 파단사고

15.2.1-3 외부 부하상실, 터빈정지, 복수기 진공 상실

15.2.6 발전소 보조계통용 비비상교류전원 상실

15.2.7 정상급수유량 상실

15.2.8 격납건물 내·외부의 주급수계통 배관파단



15.3.1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15.3.3-4 원자로냉각재펌프 회전자 고착 및 펌프축 파손사고

15.4.1 우발적 제어군 인출(미임계 또는 저출력에서)

15.4.2 우발적 제어군 인출(출력 운전중)

15.4.3 제어봉 오작동 

15.4.4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우발적 기동

15.4.6 우발적 원자로냉각재 붕소희석

15.4.7 핵연료집합체 오장전 

15.4.8 제어봉이탈 사고

15.5.1-2 비상노심냉각계통의 부주의한 작동 및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오작동

15.6.1 가압기 압력방출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15.6.2 격납건물 외부로 일차계통 냉각재를 수송하는 소형배관의 파단에 대

한 방사능 영향

15.6.3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단에 의한 방사능 영향

15.6.5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내에서의 가상된 배관파단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정해지는 냉각재상실사고

15.6.5.1 격납건물 누설분을 포함한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15.6.5.2 설계기준 냉각재상실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 : 격납건물 외부 공학

적안전설비 부품으로부터의 누설

15.7.3 액체탱크 손상에 따른 방사성물질 누출

15.7.4 핵연료취급사고

15.7.5 사용 후 수송용기 낙하사고

15.8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

부록 15.1.5-1 격납건물 외부 증기관 파단사고의 방사선량 평가

부록 15.4.8-1 제어봉이탈 사고의 방사선학적 영향평가 



제16장 기술지침서

16.0 기술지침서

제17장 품질보증계획

17.1 설계 및 건설단계 품질보증

17.2 운전단계 품질보증

제18장 인간공학

18.1 인간공학 - 개요

18.2 제어실

18.3 안전변수지시계통

제19장 중대사고 및 위험도 평가

19.1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19.2 중대사고 대처능력

19.3 중대사고 관리계획

부록 19-1 일차계통 급속감압 능력 확보 



제9장 보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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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1.1절 신핵연료 저장

검토주관 : 노심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는 신핵연료 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다. 저장되는 신핵연료

의 양은 발전소의 고유한 설계 및 각각의 재장전 요구에 따라 발전소마다 다르다. 검

토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3조에 따라 모든 

가능한 저장조건에서 저장시설이 신핵연료를 미임계 배치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 확

인한다. 검토자는 핵연료집합체 저장대와 저장실을 포함한 신핵연료 저장시설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토한다.

1. 저장되는 신핵연료의 양

2. 모든 저장조건에서 미임계 배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저장대의 설계 및 배치

3. 미임계의 정도,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 및 관련된 가정사항

4. 신핵연료 저장대와 저장실에 대한 외력이나 하중의 영향

(예: 안전정지지진, 기중기 인양력)

5. 다수호기 발전소에서의 시설 공유효과와 신핵연료 저장시설에 인접한 발전소의 

다른 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

6. 만약 설계가 이전에 허용되었던 설계와 많이 다른 경우 핵연료가 장전된 저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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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효증배계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신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

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4.1, 3.4.2, 3.5.1, 3.5.3, 3.7.

1～3.7.4, 3.8.1~3.8.5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신핵연료 저장시설 및 보조시설을 

격납하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대홍수(Probable Maximum

Flood: PMF), 토네이도, 토네이도에 의한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을 견딜 수 있는

지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기기나 구조물이 관련 기준과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는

지 안전심사지침 3.9.1～3.9.3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검토하고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계통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또한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의 다음 절을 검

토한다.

-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산물에 대한 보호는 안전심사지침 3.5.1절에 따라 검토한다.

- 외부 비산물에 대해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 중, 고에너지 배관파손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 기기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검토한다.

3.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방사

선 감시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요청이 있을시 건설자재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5.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6장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신청된 기

술지침서의 검토 및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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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9.5.1절에 따라 검토한다.

6.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과 관련되어 신청된 별도의 품질보증

계획서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하고 업무를 관장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신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가 적합한지는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기술기준, 독립적인 계산, 시설의 기능과 기기

의 선택에 대한 판단 등에 근거한다. 신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르

면 적절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시설

과 시설의 구성요소를 수용하는 구조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공유

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

다. 이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에서 공유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한 시설

에서의 사고가 나머지 시설의 신핵연료를 미임계 배열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에 손

상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 신핵연

료 저장 및 취급과 관련하여 임계도달 및 방사능 물질의 누설이 방지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기하학적으로 안전한 물리적 계통이나 공정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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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도달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핵연료 저장시설은 모든 가능한 저

장조건에서 신핵연료를 미임계 배열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신핵연료 저장

시설의 설계가 지진이나 다른 자연현상 기간 중 임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격이 

적절하여야 하고 잠재적인 감속재로 넘치는 것이 방지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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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가능한 방법

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 대한

적합성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규제입장 C.1.1의 만족여부에 근거

하며, 이는 시설구성요소의 내진등급 분류와 관련되어 있다. 이 허용기준을 만족하

기 위해서는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지진, 토네이도, 태

풍, 홍수, 해일, 정진(seiche) 등의 자연현상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를 만족하

는데 필요한 특별한 기준은 ANSI/ANS 57.1의 경수로 핵연료 취급계통 설계요건

과 ANSI/ANS 57.3의 경수로 신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기준인데, 이는 임계도달 

방지 및 방사능방호 설계와 관련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언급된 절차는 건설허가 검토시 신청자의 설계기준, 설계근거, 예비설계 등

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운영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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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대한 검토절차와 허용기준은 초기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최종설계단계에서 적

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입증하는데 사용된다. 주어진 검토절차는 전형적인 저장계통에 

대한 것이다. 특이한 설계가 신청된 경우에도 해당시설의 설계가 안전심사지침 세부항

목 II를 따라야 한다. 검토자는 특별한 경우에 따라 적절한 안전심사지침의 내용을 선

택, 중시할 수 있다.

설계가 이전에 승인되었던 것에 비하여 크게 상이한 경우 검토자는 검토연계부서

에 안전심사지침 본 절의 세부항목 I에 언급된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검

토자는 검토결과를 종합하여야 한다.

1. 저장되는 신핵연료의 양은 저장실의 설계용량과 저장대 수의 근거가 된다.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설계에서 제시된 저장용량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한다. 최근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제시된 저장공간이 재장전 주기동안 사용된 

신핵연료 집합체 수와 양립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각 

호기마다 약 1/3 노심의 저장용량이 마련되어 있다(예: 한 개 호기 발전소는 1/3

노심, 두 개 호기 발전소는 2/3 노심).

2. 신핵연료 저장시설의 임계도 안전성과 관련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은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된다. 저장고와 저장대의 설계기준, 안전성평

가, 계통설명, 도면 등은 다음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검토된다.

가. 관련 가정 및 입력 변수들을 포함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임계도 정보는 저장

대 내의 핵연료집합체 간격이, 저장조에 핵연료집합체가 전부 장전되고 잠재

적인(고압분무와 같은) 감속재로 침수될 경우에도, 핵연료집합체 배열을 유효

증배계수가 0.95 보다 낮은 미임계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더욱

이 신핵연료 저장대의 설계는 예상되는 최대반응도를 가진 연료에 대하여 최

적감속효과를 가정하여 유효증배계수가 0.9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중성자 

흡수물질에 의한 이점은 고려될 수 있다.

나. 핵연료집합체는 설계된 장소 이외의 저장대 어느 곳에도 삽입되지 않게 설계

되어야 하고, 유체상태의 감속재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실의 배수방안

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신핵연료 저장시설 가까이에 위치한 비안전성 관련 계통이나 내진범주 I로 설

계되지 않은 구조물의 고장은 그 고장으로 말미암아 유효증배계수가 최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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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명부분, 일반적인 배치 및 설계도면, 계통이나 구조물의 

내진설계 등급분류표 등은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검

토, 평가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상기조건을 설계기준으로 명시하면 건설

허가 검토단계에는 적합하다.

라. 설계계산은 저장대와 고정장치가 유효증배계수의 증가없이 인양장치의 최대 

인양력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인양장치가 설계상 과도한 힘을 줄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언급되고, 그 타당성이 제시된 

경우는 적합하다. 이러한 기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심사지침 9.1.4절의 

검토절차가 사용된다.

마. 저장조와 저장대는 무거운 낙하물체에 의한 손상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바. 다수호기 발전소에서 저장시설의 공유로 인해서 신핵연료 저장배열의 유효증

배계수 증가 가능성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

3. 검토자는 임계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을 검토한다.

가. 적절한 핵연료 설계자료가 임계도해석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저장대에 저

장되는 모든 핵연료 종류의 설계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설계자료는 핵연료

의 재료, 치수 정보, 최대 우라늄 농도 등을 포함한다. 설계자료는 완결성을 

지녀야 하며, 임계도해석이 취급하거나 저장되는 모든 핵연료 종류를 보수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적절한 저장랙 자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저장랙 자료는 재료, 치수정보,

저장랙 사이의 간격, 중성자 반사체가 역할을 하게 되는 바닥이나 벽과의 거

리 등을 포함한다.

다. 검토자는 해석방법론 및 관련 자료들이 허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다. 임계해석

에 사용한 해석방법론, 전산 코드 및 핵자료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라. 해석방법론 및 전산 코드의 검증이 적절한 지 확인한다. 검증을 위한 벤치마

크가 임계해석이 수행되는 정상조건 및 사고조건과 유사한 벤치마크 임계실험

이었는지 확인하며, 바이어스와 바이어스 불확실도가 적절히 결정되었는지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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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토자는 보고서에 기술된 정상 조건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확인한다.

바. 검토자는 정상조건이 정확하게 모델링되었으며 모든 모델링 근사와 가정이 적

절한지 확인하다.

사. 검토자는 보고서에 기술된 비정상 조건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확인한다.

아. 검토자는 비정상조건이 정확하게 모델링되었으며 모든 모델링 근사와 가정이 

적절한지 확인하다.

자. 모든 정상조건 및 비정상조건 하의 미임계 유지에 대해서 신청자의 결론을 확

인한다.

4. 검토자는 지진, 토네이도, 태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이 있을 때 시설의 안전기능

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고

려한다.

가. 시설의 설계근거와 설계기준 및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기분류표 등은 저장실 

및 저장대를 포함한 신핵연료 저장시설이 내진범주 Ⅰ급 구조물로 분류되고,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나. 신핵연료 저장대 및 저장실의 중요 부분이 홍수, 태풍, 폭풍, 내부 또는 외부

로부터의 비산물 등으로부터 보호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홍수 및 

비산물로 부터의 보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 각 절에서 논의된다.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의 절차를 적절히 이용하여 제시된 분석의 타당함을 

확인한다. 저장시설이 내부나 외부의 비산물이나 홍수를 견딜 수 있는 내진범

주 I급 구조물 내부에 위치한다는 자연효과에 대한 언급은 건설허가단계 약정

사항으로 적합하다.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진설계에 대

한 검토는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에 대

한 검토는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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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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핵연료 저장설비는 핵연료집합체 저장대와 저장대 및 보조기기를 수용하는 콘크

리트 저장실을 가지고 있다. 신핵연료 저장시설을 미임계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방안의 검토와 관련하여 신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설계

근거 및 안전성 분류 등에 근거한다.

검토자는 신핵연료 저장시설 및 보조시설의 설계는 적절하며 자연현상, 비산물,

환경조건, 구조물과 계통 및 시설의 공유효과에 대한 보호수단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지진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자연현상요건은 

RG 1.29의 규제입장 C.1.1을 따라서 만족된다.

2. 신핵연료 저장시설 중 각 호기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사고 시에도 공유로 인하

여 공유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

을 입증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핵연료저장 및 취급과 방사선 

관리사항, 임계도 관련 사항은 신핵연료 저장시설이 임계도달 및 방사능 누출방

지와 관련된 ANSI/ANS 57.1, ANSI/ANS 57.3을 따르는 것에 근거하여 만족된

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4.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5. ANSI/ANS 57.1-1992, "Design Requirements for Light Water Reactor Fuel

Handling Systems," reaffirmed 2015.

6. ANSI/ANS 57.3-1983, “Design Requirements for New Fuel Storage Facilities at

Light Water Reactor Plants,“ withdrawn 1993 (reaffirmation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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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1.2절 사용후핵연료 저장

검토주관 : 노심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습식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저장대의 안전기능은 모든 가능한 저장조건에서 핵연료집합체를 안전한 미

임계 배치상태로 유지하고 핵연료집합체를 이송용기로 장전하는 안전한 수단을 제공

하는 것이다.

검토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대, 저장대를 수용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사용후핵

연료 저장조 라이너 플레이트 및 관련 기기 저장실 등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의 요건을 따르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

토한다.

1. 시설 및 기기 등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검토된다.

가. 저장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

나. 모든 조건에서 미임계 배열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저장대의 설계 및 배치

다. 분석 및 관련된 가정 사항과 함께 제시된 미임계의 정도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대, 저장수조, 라이너 플레이트 등에 대한 외부하중이나 힘

의 효과(예: 안전정지지진, 기중기 인양력, 비산물, 낙하물 등)

마. 설계코드, 재질의 양립성, 차폐요건

바. 분류된 지진등급에 적합한 적용코드와 기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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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

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4.3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임계도 제

한이 적절하며 ANSI/ANS 57.2의 6.4.2.1절 및 6.4.2.2절을 따르는지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4.1, 3.4.2, 3.5.1, 3.5.3, 3.7.

1～3.7.4, 3.8.1~3.8.5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

진, 가능최고홍수 등의 자연현상과, 비산물에 견딜 수 있는지 입증하는데 사용되

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기

기나 구조물이 적합한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사용후핵연

료 이송용기가 저장조로 낙하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은 안전심사지침 9.1.5

절의 핵연료 이송용기 장전영역의 검토시 평가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계통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내진범주 I급 계기를 검토한다.

4.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6장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신청된 운영

기술지침서의 검토를 협조, 수행하며, 핵연료 저장조 수위제어계통, 정화 및 냉각계

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1.3절의 사용후핵연료 냉각계통과 함께 검토된다.

5.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상응하는 별도의 품질보증계획서

의 검토주관책임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의 검토를 협조, 수행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저장조의 물에 의해 젖어있는 재질의 화학적 안정성 및 

양립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1) 저장대의 설계에 이용된 강한 고정중성자 흡

수물질의 분산을 변화시키거나 (2) 핵연료집합체를 저장하는 구조물의 물리적인 

뒤틀림을 유발하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가동 중 검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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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통기기들에 적합한지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따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적합성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독립적인 계산, 계통의 기능 및 부품의 선택에 대

한 검토자의 판단에 근거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는 종합적인 설계가 다음 

기준을 따르면 적합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

한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출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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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이 요건은 다수호

기 발전소에서 공유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한 시설에서의 사고가 나머지 

시설이 사용후핵연료를 미임계 배열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에 크게 손상을 주지 않

도록 설계되었는지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취급과 관련하여 임계 및 방사능 물질의 누설이 

방지된다는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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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 핵연료저장 및 취급계통은 기

하학적으로 안전한 형태를 적용한 물리적 계통이나 공정을 사용하여 임계를 방

지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기능은 모든 가능한 저장조건에서 사

용후핵연료를 적절히 냉각할 수 있는 미임계 배열상태로 유지하고, 핵연료로부

터 상당한 량의 방사능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시에도 소외피폭을 제한하는 것이

다. 이것은 지진이나 홍수 중에도 임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격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계에 잠재적인 감속재의 존

재를 가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형태는 설계위치 이외의 어떤 

곳에도 핵연료집합체의 삽입이 방지되도록 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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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 현장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자연현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사용후핵연료가 미임계 배

열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과되었다. 이 기준의 만족여부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3의 규제입장 C.2, RG 1.29, RG 1.117과 

ANSI/ANS 57.2의 5.1.1, 5.1.3, 5.1.12, 5.3.2, 5.3.4 등의 적용부분의 만족여부에 

근거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수용하는 구조물 및 시설 자체가 환경조건의 영향, 외

부 비산물, 내부 비산물, 배관 휩(whip), 배관파손과 관련된 젯트충격력 등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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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 수 있어서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기준의 만족여

부는 RG 1.13의 규제입장 C.1, C.4와 ANSI/ANS 57.2의 해당부분의 만족여부에 

근거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적합

성은 RG 1.13 의 규제입장 C1, C4 및 ANSI/ANS 57.2의 의 준수에 근거한다.

III. 검토절차

아래에 언급된 절차는 건설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시 설계기준, 설계근거, 예비설계

등이 앞의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데 사용된다.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검토절차와 허용기준이 최초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입증하는데 사용된다. 운영허가 검토는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

의 내용 및 의도가 검토자의 검토결과로서 도출된 계통의 시험, 최저성능, 주기점검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입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주관부서로부터의 요구에 따라 협조검토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서 명시

한 분야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주 검토자는 이 검토절차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이러한 자료를 받아서 이용한다.

아래의 검토절차는 전형적인 저장계통에 대한 것이다. 특이한 설계내용이 신청되더

라도 시설의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검토자는 특

별한 경우에 대하여 본 안전심사지침의 적절한 내용을 선택, 중요시할 수 있다.

1. 설계에 제시된 저장용량에 대한 설계근거 및 계통설명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

시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최소저장용량은 ANSI/ANS

57.2의 6.4.2.15절에 따라 1개 호기 시설의 경우 1회의 전 노심방출과 정상적인 방

출주기의 최대용량을 합한 것 이상이어야 하고 2개 발전소 공용 저장 시설인 경

우는 1회의 전 노심방출에 2배의 정상방출주기용량을 합한 것 보다 커야 한다.

소외저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산업계는 고밀도 저장대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검토자는 고밀도 저장대에 대한 검토를 사례별로 검토한다. 저밀도저장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배수되는 경우에도 지르칼로이 피복재의 급격한 산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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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최소한 가장 최근에 방출된 핵연료에 대하여 사용

되어야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와 저장대의 시설설계기준, 안

전성평가, 계통설명, 설계도면 등 자료는 다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임계도 자료(관련 가정 및 입력변수 포함)는 핵연료집합

체의 중심 간거리 및 저장대에 고정된 강한 중성자흡수체가, 저장대가 완전

히 장전되고 붕산이 없는 물로 잠긴 경우에도, 배열을 미임계상태로 유지하

기에 충분함을 보여야 한다. 이 조건에서 유효증배계수가 0.95보다 크지 않으

면 적합하다.

나. 저장대는 설계된 저장위치 이외의 어떤 위치에도 핵연료집합체를 삽입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가까이에 위치한 내진범주 I급으로 설계되지 않은 비

안전성 관련계통이나 구조물은 그의 파괴로 인하여 유효증배계수가 최대허용

값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안전성분

석보고서의 설명부분, 일반적인 배치 및 설계도면, 구조물과 계통에 대한 내

진등급 분류표 등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되고 평가된

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기조건을 설계기준으로 확립한다는 기술은 건설허

가 검토단계에서 적합하다.

라. 설계계산은 저장대와 고정 장치가 유효증배계수의 증가나 저장수의 감소를 

초래함이 없이 핵연료 취급 장비의 최대 인양력을 견딜 수 있음을 보여야 한

다. 타당성이 제시되면 핵연료 취급 장비가 설계상 과도한 힘을 줄 수 없다

는 것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는 것으로 적합하다. 안전심사지침 9.1.4

절과  9.1.5절에 제시된 검토절차가 이용된다.

마.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기술지침서는 저장된 사용후핵연료 위에서 취급되는 모

든 하중의 중량은 핵연료집합체 1개와 관련 취급공구의 무게를 초과하지 않

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무게와 저장대 위로부터의 정상적인 이동높이는 

낙하사고 시 저장된 핵연료에 손상을 주는 위치에너지의 상한을 결정한다.

가벼운 물체라도 높은 낙하거리에서는 보다 큰 위치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가요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상

부에서 취급되는 모든 가벼운 물체의 유효위치에너지는 한 개의 핵연료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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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및 취급공구가 사용후핵연료 위로부터의 정상운전 높이에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를 초과하지 않음을 신청자가 설명하는 것이 요구되고 검토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바. 다수호기 발전소에서 저장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저장수 손실이나 주어진 미임

계도의 감소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3. 검토자는 임계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을 검토한다.

가. 적절한 핵연료 설계자료가 임계도해석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저장대에 저

장되는 모든 핵연료 종류의 설계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설계자료는 핵연료

의 재료, 치수 정보, 최대 우라늄 농도 등을 포함한다. 설계자료는 완결성을 

지녀야 하며, 임계도해석이 취급하거나 저장되는 모든 핵연료 종류를 보수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적절한 저장랙 자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저장랙 자료는 재료, 치수정보,

저장랙 사이의 간격, 중성자 반사체가 역할을 하게 되는 바닥이나 벽과의 거

리 등을 포함한다.

다. 검토자는 해석방법론 및 관련 자료들이 허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다. 임계해석

에 사용한 해석방법론, 전산 코드 및 핵자료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라. 해석방법론 및 전산 코드의 검증이 적절한 지 확인한다. 검증을 위한 벤치마

크가 임계해석이 수행되는 정상조건 및 사고조건과 유사한 벤치마크 임계실험

이었는지 확인하며, 바이어스와 바이어스 불확실도가 적절히 결정되었는지 확

인한다.

마. 검토자는 보고서에 기술된 정상 조건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확인한다.

바. 검토자는 정상조건이 정확하게 모델링되었으며 모든 모델링 근사와 가정이 적

절한지 확인하다.

사. 검토자는 보고서에 기술된 비정상 조건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확인한다.

아. 검토자는 비정상조건이 정확하게 모델링되었으며 모든 모델링 근사와 가정이 

적절한지 확인하다.

자. 모든 정상조건 및 비정상조건 하의 미임계 유지에 대해서 신청자의 결론을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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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검토자는 지진, 토네이도, 태풍, 홍수 등 해로운 자연현상이 닥쳐도 저장시설의 

안전기능이 요구된 데로 유지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저장조, 저장조 라이너플레이트, 저장대 등을 포함한 저장시설이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분류되고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계근거,

기준, 기기의 분류표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저장시설이 내진범주 I로 설계

되고 건설될 것이라는 명시가 있으면 이를 승인한다(건설허가 검토단계).

나. 만약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라이너 플레이트가 내진범주 I의 요건에 따라 설

계, 건설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정지지진(SSE)의 결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라이너플레이트가 파손될 경우에도 다음 사항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1) 핵연료의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상당한 양의 방사능 누출

2) 핵연료가 노출되고 가열되어 방사능물질 누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

당한 양의 저장수의 손실

3) 핵연료 저장대 위로 떨어진 라이너플레이트 일부 또는 전체에 의한 냉각

수 유로 막힘에 의한 핵연료 냉각능력 상실

4) 저장조 누설에 의한 안전성 관련 기기의 손상

5) 환경으로의 제어되지 않은 다량의 방사능 누출

다. 홍수, 태풍, 토네이도, 내부비산물, 외부비산물 등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을 확인

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계통의 필수적인 부분이 검토된다. 홍수 및 

비산물에 대한 보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의 각 절에 포함되어 있다. 검토

자는 제시된 분석의 타당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심사지침 해당 절의 자료

를 적절히 사용한다. 검토자는 이러한 효과에 대하여 저장시설이 홍수나 비

산물로부터 보호되는 내진범주 I의 구조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

5. 사용후핵연료집합체의 안전한 취급은 핵연료의 이송용기 장전지역을 포함하여 소

내의 각 부분으로의 사용후핵연료를 수중으로 이동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 안전

성분석보고서는 독립적인 사용후핵연료 이송용기 장전지역(수조)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가까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설계기준이나 시설설명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검토자는 장전조가 위해한 환경조건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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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안전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추가로 검토자는 설계

에 다음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핵연료 이송 연결통로는 핵연료 저장조와 이송용기 장전지역(loading area)으

로 부터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항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기술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으면 적절하다. 검토자는 제시된 방안이 기술된 의도

를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 판단을 한다.

나. 무거운 하중을 취급하는 것(예: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근처의 사용후핵연료 

이송용기)과 관련하여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9.1.5절에 따라 NUREG-0612의 

5절에 기술된 대안의 한 가지가 만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NUREG-0612의 5.1.1과 5.1.6 절이 만족되지 못하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안전

성 평가, 설계계산결과, 일반배치 및 설계도면은 사용후핵연료 이송용기 장전

지역이 이송용기를 포함한 무거운 물체의 낙하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는 것과, 이송용기 장전지역은 저장조의 일부가 아니어서 낙하물이 장전 

지역에 틈(breach)을 생기게 하여도 핵연료 저장수 수위가 부적합하게 낮아지

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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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저장대, 저장대를 수용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관련기기 저장실을 포함한다. 신청자가 제안한 설계기준, 설계근거, 안전성 

등급분류, 미임계 배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의 검토에 근거하여 검토

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및 보조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에 따라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RG 1.13의 규제입장 C.2와 RG 1.29, RG 1.117의 해당부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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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ANS 57.2의 5.1.1, 5.1.3, 5.1.12, 5.3.2, 5.3.4절을 따름으로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RG 1.13의 규제입장 C.2와 RG 1.115, 1.117의 해당부분 및 ANSI/ANS

57.2의 해당부분을 따름으로서 환경 및 비산물에 대한 보호설계기준과 관련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신청자는 공유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어떠한 부분이 고장 나더라도 발전소 

계통의 안전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

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4. 신청자는 RG 1.13의 규제입장 C.1과 C.4 및 ANSI/ANS 57.2의 해당부분을 만족

함으로서 핵연료의 저장, 취급, 임계도, 방사능관리 등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5. 신청자는 ANSI/ANS 57.2의 5.4절에 따라서 저장된 핵연료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

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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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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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1.3절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방사선분야,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의 습식저장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 저

장조를 가지고 있다. 저장된 핵연료 집합체로부터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방법

은 각 발전소의 설계에 따라 다르다. 이 계통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기능은 모든 경우

에 동일하며, 이는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가 모든 저장조건에서 냉각되어야 하고 물에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계통에 의해서 수행되는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기능에

는 핵연료 저장조, 재장전 수로, 재장전수 저장 탱크 및 다른 기기 저장조의 수질정화 

수단, 재장전 수로 및 다른 저장조의 충수 및 배수 수단, 저장수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저장조의 표면 부유물 제거장치 등이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대한 검토분야는 저장조와 저장실의 입

구에서 출구까지, 내진범주 I의 수원 및 저장조 보충을 위한 배관, 정화계통의 필터와 

탈염기,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계통으로 방출하기 전까지의 재생공정을 포함한다.

해당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적절한 냉각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후 핵연

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의 설계에 적용되는 내진분류 및 품질기준은 다음 두 

가지 근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검토된다.

가. 첫 번째 근거는 본 계통에서 냉각기능을 가진 부분이 내진범주 I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 품질등급 C (RG 1.26)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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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번째 근거는 비내진범주 I, 품질등급 C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계통을 

허용하는데, 그 조건으로는 저장 수조 보충수 계통 및 그 수원, 저장조 건물과 

건물의 환기 및 여과계통이 내진범주 I, 품질등급 C 요건에 따라 설계되고 토

네이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냉각, 보충수 및 정화계통

이 모든 운전 및 사고 조건하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적절한 냉각을 제공하는지 검

토한다. 검토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 비정상 및 사고 시의 연속 냉각요건에 근거하여 냉각될 수 있는 연료의 양

나. 저장수위 유지를 위한 계통 능력

다. 대체 냉각방법 및 이와 관련된 운전소요 시간

라. 적절한 보충수 공급 설비

마. 단일 능동고장 혹은 비안전관련 기기나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기능상실을 배

제하기 위한 설비

바. 누설이나 고장 가능성이 있는 계통 기기의 탐지 및 격리 수단

사. 적절한 안전조치의 개시를 위한 계기장치

아. 균일한 수온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

3.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에서는 수조의 물로부터 부식 생성물, 방사성 물질 및 불순물

을 제거하기 위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정화계통의 능력과 용량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서는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검토자의 요

청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계통의 재질, 냉각유체의 적합성, 금속 부식 

열화 가능성 및 시공재료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홍수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내부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외부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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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중에너지 및 고에너지 배관파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5.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기계 및 전기기기 환경검증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

다.

7. 방사능 농도에 대한 제한치가 초과되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11.1절 및 11.2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본 계통 및 보조계통을 수용하고 있는 내진범주 Ⅰ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토네이도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에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서, 허용기준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기기, 배관, 구조물들의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9.1절에서 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그룹 분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펌프 및 밸브에 대한 가동중시험계획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 검토

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 중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13. 운영기술지침서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품질보증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범주 Ⅰ 계측기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16. 안전에 중요한 본 계통의 계기 및 제어(설비)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및 부록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7. 본 계통의 적절한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소내교류 전원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

험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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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은 다음과 같은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본 요건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

조 냉각 및 정화 계통을 수용하는 구조물 및 계통 자체가 지진, 토네이도, 태풍 

등의 자연 현상에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허용기준의 만족

여부는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RG 1.13의 규제방침 C.1, C.2, C.6, C.8과 RG

1.29의 규제방침 C.1의 만족 여부에,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RG 1.29의 규

제방침 C.2 만족여부에 근거한다. 동 기준은 본 계통의 정화계통 부분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핵연료 저장조 보충수계통과 그 수원 그리고 연료 저장

조 건물과 그 환기 및 여과계통이 이 설계기준을 만족시키고, 환기 및 배기 계통

이 RG 1.52의 지침을 따른다면 냉각계통에 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냉각 

및 보충수계통은 RG 1.26의 기준에 따라 품질등급 C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냉각계통이 내진범주 I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 기기의 가동 

중 검사와 관련된 ASME Section XI의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 및 사고 조건시의 특유

한 영향과 결합된 예상되는 자연 현상의 영향에도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상실하

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근거, 품

질등급 분류 및 내진등급 분류를 위하여 RG 1.13, 1.26 및 1.29를 인용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은 정상 및 사고 조건시의 고유한 영향과 견합된 예상되는 자연

현상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설계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본 요건의 만족은 

동계통의 기기들이 예상되는 자연현상 영향에 견디도록 설계될 것이고, 계통의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본 요건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을 수용하는 구조물과 그 계

통자체가 외부 비산물로부터 견딜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 계통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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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RG 1.13의 규제방침 C.2의 만족여부에 근거한다. 본 요건은 정화계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보충수 계통 및 그 수원, 저장조 건물과 환기 및 

여과계통이 토네이도에 대해 보호되고 있고, 환기 및 여과 계통이 RG 1.52의 지

침을 만족하면 본 기준은 저장조의 냉각 계통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

사고(냉각재상실사고와 배관 휩, 비산물 및 유체 방출에 의한 동적영향을 포함)

의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비산물 

및 고하중으로부터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RG 1.13을 인용하고 있다. 본 요건의 만족은 동 계통의 기기들

이 예상되는 환경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될 것이고, 계통의 의도된 안전기

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본 요건은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과 기기들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본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공

유하는 것이 안전기능 수행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 계통의 기기들은 단일 고장 시에

도 사용 후 연료를 냉각하는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 본 요건의 만족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중 다른 발

전소와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단일 고장 시에도 자신의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2항 

2호 : 본 요건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핵연료 저장 및 방사능 물질 취급에 

대한 계통설계와 관련되어 있다.

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주기적 시험 능력

나. 격납 설비

다. 붕괴열 제거 설비

라. 사고 시의 핵연료 저장조 냉각수 감소 방지 능력

마. 핵연료 저장수로부터 부식생성물, 방사성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능력 

및 용량과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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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건은 핵연료 저장계통이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설계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동 계통은 다음의 설계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들의 주기적인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냉각계통의 필수부분은 품질등급 C 요건에 따라 설

계된다.

나. 방사선방호를 위한 적절한 차폐 :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핵연료 저장수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저장된 핵연료의 차폐를 위하여 

충분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다. 고유한 격납, 제한 및 여과 능력 : 격납을 위하여 누설을 수집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붕괴열 및 잔열제거 : 냉각계통의 필수부분은 내진범주 Ⅰ 요건에 따라 설

계되고, 단일능동 고장시 충분한 냉각능력 확보 및 핵연료 재장전을 포함한 

정상운전 동안 수조가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강제순환냉각 능력이 제

공되도록 설계한다.

마. 사고 시의 핵연료 저장조 냉각재 용량 감소 방지 능력 : 충분한 보충수 공

급 능력이 확보되고, 냉각재가 특정 수위 아래로 배수되거나 사이폰되지 않

도록 설계한다.

본 요건의 만족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의 기기가 검사, 시험 

및 차폐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고, 격납, 제한 및 잔연제거 능력이 제공됨으로 

본 계통이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

는 것이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2항 

3호 : 본 요건은 붕괴열 제거능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의 탐지, 과도한 

방사능 준위 검출과 적절한 안전조치의 기동 등을 위한 감시계통과 관련이 있

다.

본 요건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 지역에서 잔열제거능력 상실 혹은 과도한 방사

능 준위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조건을 탐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계통을 있다. 또한 동 계통은 감시 및 탐지를 위한 설비들이 포함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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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다. 본 요건의 만족은 감시 및 탐지가 가능하도록 사용후 핵연료 저

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설비되어 있고, 이것은 동 계통이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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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ALARA에 따른 방사선량과 관련되어 있다. RG 8.8의 규제방침 C.2.f(2)와 

C.2.f(3)의 충족여부가 적합성의 근거로 사용된다. 본 요건은 작업선량 및 공공 

피폭선량이 가능하면 낮게 되도록(ALARA)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사선 방호원칙

에 따르는 절차서와 공학적 통제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은 ALARA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며, RG

8.8의 방침은 오염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요건의 만

족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기기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은 

ALARA 기준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것이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특별한 설계를 포함하여 허용기준과 차이가 나는 경

우에는 대체방법이 안전심사지침 Ⅱ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 신청자의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협조 검

토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Ⅰ항에 기술된 검토분야를 검토한다. 기계재료분야 및 방



제9.1.3절     개정 4 - 2014. 12- 8 -

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에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에서 언급한 검토 분야에 대해 검토

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에서는 본 검토절차가 완결되

었음을 입증하는데 이 자료를 접수하여 사용한다.

검토에 있어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 계통과 그 보충수 계통은 정상

운전, 재장전, 비정상 저장조건 및 사고조건 등의 모든 조건에서 필수적인 안전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된다.

1.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의 재장전 및 정상운전시의 안전기능은 

설계근거 및 기준, 안전성평가부분을 포함하여 안전성 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

를 검토함으로써 확인된다. 또한 계통의 기능 수행요건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내용은 정상운전시 계통의 최소 열전달 및 요구 유량, 기기의 운전저하(예를 들

면 펌프누설)와 품질저하가 과도하게 될 경우 이를 감지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따

라야 할 절차 등이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고장형태 및 영

향분석을 통하여 본 계통이 어떠한 능동기기의 고장에도 견딜 수 있는가를 검토하

고, 이전에 승인되었던 계통에 근거하거나 독자적 계산을 근거로 하여 계통의 최

소요건(냉각부하 및 유량)이 이러한 고장조건에서도 만족되는지를 평가한다. 계통

의 배관, 계기 도면, 평면도 및 부품설명 등을 다음 관점에서 검토한다.

가. 계통의 필수부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비필수부분과 격리 가능하다. 배관 

및 계기도면은 각 부분의 물리적 구분이 확실한지, 요구되는 등급 전환을 명확

히 나타내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계통도에 격리수단이 표시되어 있는지, 계통 

설명부분은 격리 밸브의 최소 성능 요건을 표시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전형적

인 계통에 대해서는 적합한 격리밸브가 필수부분과 비필수부분을 격리할 수 있

도록 도면과 설명에 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나. 계통 냉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열교환기, 펌프, 밸브 및 배관은 RG 1.26 및 1.29

의 지침에 따라서 품질등급 C로 건설되고 내진범주 I로 설계된다. 허용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서 만약 저장조 보충수 계통과 건물의 환기 및 여과계통이 내진

범주 I 요건에 따르고, 토네이도에 대하여 보호되며, 단일 고장 요건을 만족하

면 냉각루프는 품질등급 C이며 비내진범주 I로 건설될 수 있다. 상기 대안을 

선택하면, 사용 후 연료 저장조의 비등효과로 부터 안전관련 기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환기계통은 증기 및 습분을 대기로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비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소외선량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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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환기 및 여과계통은 RG 1.52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에 대한 검토는 본 안전심사지침 3.7.1절에서부터 3.7.4절

까지, 3.2.1절 및 3.2.2절에 따라 수행된다.

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에 의해서 냉각될 연료의 양은 저장될 

핵연료의 양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운전 중 강제순환 냉각계통의 최소 열제거 용량 및 저장조 구조물의 최대온도 

설계 시 열원은 원자로 정격 열 출력의 0.3퍼센트 보다 크다. 냉각계통은 단일 

능동 고장 시 최소한 총 열제거 용량의 절반을 유지한다. 상기 용량은 강제순

환 냉각계통이 운전중일 때 사용 후 연료 저장조로 전 노심이 방출된 경우 저

장조 온도가 구조물의 설계조건 이내로 유지됨을 보증한다. 또한 주요 열제거 

능력은 능동기기가 단일고장 또는 정비로 인해 운전 불가능할 때에도 유효함

을 보증한다. 단일고장은 최대붕괴열 부하와 최대열원 온도가 동시에 발생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단일고장시 강제냉각능력은 충분하다.

마.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입구, 출구, 배관 배수설비의 고장시에

도 수조의 수위는 핵연료 상부로부터 약 3m(10ft) 이하로 배수되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수조에 연결된 배관이나 외부배관에 사이폰 방지장치나 체크

밸브 또는 다른 배수 방지장치가 설치되었다면 적절하다.

바.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C인 보충수 계통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에 냉각수를 

보충하기 위한 적절한 보조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강제순환 냉각계통이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C로 설계된다면 이 보조수단은 영구시설로 할 필요가 

없으며, 내진범주 I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수원은 내진범주 I이어야 한

다. 그렇지 않다면 보조수단은 영구시설로 설치되고 1차 보충수 계통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최소 보충 능력은 핵연료 

집합체가 낙하하여 사용 후 연료 저장조에 관통부가 발생되어 생기는 누설률 

또는 원자로 정격 열 출력의 0.3퍼센트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증발률보다 높

아야 한다. 보충수 공급유로는 위치에 관계없이 저장조 표면에 공급되도록 설

계된다. 공학적 판단 및 다른 유사 발전소 설계와의 비교는 보충용량을 확인하

는데 적용되며 또한 보충을 위해 연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열시간이나 구조물 

손상에 의한 예상 누설량을 포함하는지 확인하는데 이용된다.

사. 안전에 중요한 계통 기기의 적절한 가동 중 검사 및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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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보충, 정화계통이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가동 중 검사와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가동 중 시험계획에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적합하다.

아. 사용후 핵연료 냉각계통의 설계는 핵연료 재장전을 포함한 일상운전동안 충분

한 냉각능력을 고려한다. 검토자는 핵연료 재장전 조건의 변화에 따른 평가를 

검토하거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특정 보수정지기간의 평가방법을 검토

한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열교환기의 최대 열부하는 핵연

료 재장전을 위해 핵연료가 인출된 상태이다. 따라서 핵연료의 충분한 냉각을 

위해 필요하다면 열 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예를 들어 출력증강, 붕괴시간 

감소, 저장용량 증가)에 열 부하를 감소시키는 운전 요소들(예를 들어 장기 붕

괴 시간 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로 소수의 핵연료 집합체 이송) 또는 열제

거 능력을 증가시키는 요소들(예를 들어 최종 열제거 온도 감소시 계획된 핵연

료 인출 또는 최적 냉각계통 성능)을 고려하여 계산가능하다.

검토자는 냉각능력과 관계되는 열 부하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

들을 평가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는 복합 핵분열 생성물 평가, 핵연료 인출 크기, 붕괴시간,

출력이력 및 과거 방출된 핵연료 집합체 저장량을 고려한 보수적인 모델을 

사용하여 붕괴열 부하 계산을 수행한 방법을 기술하고, 검토자는 이를 평가

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최대 저장조 온도가 60℃(140℉)로 설정될 수 있도록 열

제거 용량을 계산한 방법과 최종 열제거원 온도, 냉각계통 유량 및 열교환기 

성능(즉, 오염 및 관막음 여유도)을 고려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검토자는 이

를 평가한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는 핵연료 재장전을 위한 연료인출 기간에 저장조 온도가 

60℃(140℉)인 경우에도 최대 열제거 용량이 계산된 붕괴열 부하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통제를 기술하고, 검토자는 이를 평가한다.

2. 검토자는 본 계통이 지진, 토네이도, 태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에 대하여 계통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

여 공학적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통하여 계통을 평가한다.

가. 계통의 부분적 고장 또는 내진범주 I로 설계되지 않고 필수설비에 가까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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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른 계통의 고장, 또는 비내진 I등급으로서 저장조와 냉각계통의 필수 부

분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그것을 수용, 지지하는 구조물의 고장은 필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발전소의 부지특성, 일반배치 및 모형도를 기술하는 참

고문헌 및 계통이나 구조물의 내진등급 분류에 대한 참고문헌이 필요하다.

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계통의 필수부분은 홍수, 토네이도와 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홍수와 비산물 허용기준은 해당 안전심사지침

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된다. 검토자는 제시된 분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이 계획에 명시된 절차를 이용한다.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계통이 토네이도

에 의한 비산물이나 홍수로부터 보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거

나 또는 계통의 부품이 홍수나 비산물로부터 보호되는 격실이나 방에 위치한다

는 기술은 적절하다. 계통의 위치와 설계, 구조물, 펌프실 등에 대한 보호의 정

도가 적절한지 결정한다.

3. 검토자는 방사능을 포함한 특성이 계통설계 정보 및 도면에 고려되었는지 검토한

다. 이러한 특성은 다음 사항들이 설계에 포함되었다는 기술로서 허용의 근거가 

된다.

가. 계통이나 기기의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누설감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 

요건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적당한 용량의 배수조 혹은 배수구를 

제공하고, 계통주변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나. 기기와 계통의 헤더는 계통의 기능을 보증하고, 계통 누설을 억제하고, 계통의 

보수를 허용하기 위한 개별적인 격리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다. 방사능이나 화학적 오염이 어떤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로 누출되는 것을 검출

하고 장기간의 부식, 유기적 오염 또는 방사능 물질의 확산 등을 배제하기 위

한 능력을 보증하기 위한 설계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계통의 방출배관에 위치

한 방사능 감시장치와 전도도 감시 장치는 이 요건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방법

이다.

4. 설명자료, 계통 및 계기도면, 배치도, 계통해석 등은 계통의 필수부분이 단일능동

고장 가정 하에 동시에 발생한 설계기준사고시에도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증

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을 검토하여 기기의 요구되는 기능을 보증하고, 계통 도면상의 이들 기기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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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을 추적하고, 품질이 저하된 조건에서도 요구되는 기간 동안 계통의 최소유량,

보충, 열전달 요건 등이 만족되는지 점검한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경보기능이 

운전원에게 저하된 조건을 통보하고 필수기능이 신뢰할 수 있게 복구될 수 있다면 

설계는 만족된다.

5.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정화계통과 여러 보조계통은 비안전관련 계통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비내진등급으로 분류된다. 검토자는 이 계통들이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안전관

련 계통 혹은 기기의 기능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검토한다. 비안전관련 계

통과 안전관련 계통 혹은 기기의 상호관계와 근접성은 구조물과 기기의 전체 배치

도를 검토함으로써 결정된다. 독립적인 분석, 공학적인 판단, 과거에 승인된 계통

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비안전관련 계통과 냉각계통의 연결 부위 혹은 공유부분에

서의 사고나 오기능에 의한 고장이 냉각계통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음

을 입증한다.

6. 정화계통은 그 계통이 적절한 수조의 수질조건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 지를 

검토한다. 계통 및 계기도면과 제공된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정화계통이 안전한 저장조 운전이 가능하도록 부식 생성물, 방사능 물질, 불순

물을 제거하여 물의 청정도 및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및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 이는 물의 순도를 감시하기 

위한 계기 및 시료채취 계통을 포함하며, 전도도, 감마 및 요드, 전방사능, 탈염

기의 차압, pH 및 크러드(crud) 준위 등과 같이 화학 및 방사 화학적 제한치가 

주어져 이를 초과 시 탈염수지 교체의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들도 포

함되어야 한다.

나. 재장전 운전 기간중 재장전 통로 냉각수의 처리기능이 제공되어 있다.

다. 사용 후 필터나 탈염매질이 방사능 처리시설 이외의 곳으로의 부주의한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 있다.

7. 건설허가 신청서 검토에서는 예비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

설계가 동 안전심사지침의 Ⅱ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운영허가 신

청서 검토를 위한 검토절차는 허용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서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운영허가 신청서 검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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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 및 의미가 계통의 시험, 최소성능 및 감시에 대한 요구사

항과 일치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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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은 저장조 및 저장실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모든 배관과 기기를 포함하며, 내진범주 I의 수원 및 저장조 보충을 위하여 사용된 배

관, 정화계통의 여과 탈염기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로 방출하기 전까지의 재생공정

을 포함한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의 검토영역은 본 계통 및 안전

운전에 필수적인 보조계통에 대한 배치도면, 공정흐름도, 배관 및 계기도면, 계통설명

서를 포함한다. 계통의 냉각 부분과 충분한 냉각재 재고량 부분이 확인되고, 이 부분

은 사용후 핵연료의 붕괴열을 냉각하고, 허용치 이상의 방사능 누출을 유발할 수 있는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므로 내진범주 I, 품질등급 C로 설계된다.

검토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과 그 보충수 계통의 설계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 2항 2호, 2항 3호 및 

제 46조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에 근거를 두고 있

다.

1. 신청자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자연현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 허용

기준은 RG 1.13에 근거하는데 규제방침 C.1 지침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필

수부분은 내진범주 I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규제방침 C.2는 바람 또는 바람

에 의한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규제방침 C.6은 지진 시에도 사

용후 핵연료가 노출되는 저장조 냉각수 상실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규제방침 C.8은 내진범주 I의 보충수 계통은 다중개념의 내진범주 I

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되어있다. 또한, 허용기준은 RG 1.29의 내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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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요건 만족여부에도 근거하는데 규제방침 C.1은 과도한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냉각에 필수적인 안전 관련부분과 관련되어 있고(RG 1.29의 규제방침 

C.1.p), 규제방침 C.2는 비안전관련 계통의 고장과 관련되어 있다. 만약 핵연료 저

장조 건물의 환기 및 여과계통이 내진범주 I로 설계되고 RG 1.52의 요건을 만족하

면 본 계통의 냉각부분은 내진범주 I로 하지 않아도 된다.

2. 본 계통의 외부 비산물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는 토네이도 비산물로부터 방수기능의 

상실이나 연료의 손상이 없으므로 RG 1.13의 규제방침 C.2를 만족한다.

3. 본 계통의 설계는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기준을 만족한다. 이는 어떠한 단일고장도 본 

계통이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시켜야 되는 안전관련 기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4. 본 계통의 설계는 핵연료 저장계통의 설계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2항 2호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는 본 계통이 안전에 중요한 기

기의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하고,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에서 핵연료의 붕괴열을 제

거하고, 단일능동고장에서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다중성을 확보하고, 핵연료 

상부로 최저 수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한 차폐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본 계통은 누설감지 수단을 제공하여 방사능의 적절한 격리를 제공하며, RG 1.13

의 규제방침 C.6에 부합되게 사고 시에도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수가 감소되

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정화부분은 (1) 방사능 물질, 부

식생성물, 불순물 등을 저장수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용량을 가지고 있으

며, 이는 연료저장 및 냉각계통의 적절한 여과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2항 2호의 요건을 만족한다. (2) 수조의 물로부터 방

사능 물질을 제거하여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임으로써 방사선 피폭을 가능

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ALARA)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6

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3) 저장조내의 방사능 물질과 불순 침전물을 탈염기 및 여

과기로 제거함으로서 RG 8.8의 규제방침 C.2.f. (2) 및 C.2.f. (3)을 만족한다.

5. 본 계통의 설계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2항 3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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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한다. 이는 유량상실이나 온도 경보를 이용하여 열제거기능 상실을 감지하

고, 냉각수 저수위 경보나 방사선 감시경보 등을 통하여 과도한 방사능을 유발하

는 조건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보는 운전원들에게 비

정상 조건 발생을 인지시켜 안전기능이 보증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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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2항 2호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2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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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Regulatory Guide 1.13, "Fuel Storage Facility Design Basis."

8.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0.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Engineered

-Safety-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11. Regulatory Guide 8.8, "Information Relevant to Ensuring That Occupational

Radiation Exposures at Nuclear Power Stations Will Be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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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1.4절 경하중 취급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신연료 인수 및 사용후 핵연료를 이송용기에 장전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하중 취급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33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한다. 경하중 취급계통에 대한 검

토의 목적은 임계사고, 사용후 핵연료의 손상으로 발생되는 방사능 누출사고 및 허용

치를 초과하는 종사자의 피폭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경하중 취급계통에 대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배치도가 경하중 취급기기 및 취급지역의 기능 및 기하학적인 배치를 나타내

고, 다양한 취급 운전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경하중 취급계통의 그래플링(grappling), 리깅(rigging), 호이스팅(hoisting) 및 이송운

전을 위한 방법, 취급기기 선정,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하여 검토한다.

3. 경하중 취급계통의 기기 및 계통설계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가. 기기에 명시된 성능 및 하중 취급 요건 

나. 원자로심으로부터 저장구역으로 핵연료집합체의 이송을 위한 방법 및 기기

다. 임계사고, 핵연료 손상 및 종사자 과피폭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시된 전기적 또

는 기계적인 연동장치

라. 저장된 연료를 사용 후 이송용기로 운반하기 위한 방법 및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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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상이 되는 경우, 저장된 연료나 필수 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내진

검증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경하중 취급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 및 기기의 내진 및 품질그룹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

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안전정지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에 견디기 위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방호(보

호)설비 및 보조계통의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된 코드 및 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9.1절에서 3.9.3절까지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4. 내진범주 I급 계측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연료취급설비의 설계와 연료이송절차의 검토를 통한, 종사자의 사용 후 취급중 

피폭선량이 ALARA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전심사지침 12.3절 및 

12.4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6.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경하중 취급계통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적, 기계적 및 전기적 부품의 종합설계, 자동운전제어, 안전연동, 하중취급운전의 

특수절차를 위한 적절한 계통제어를 제공한다.

- 고장이나 손상에 대비한 다중성과 다양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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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는 관련규정을 만족한다.

경하중 취급계통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의 영향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연

료 등이 충격·과도한 응력 및 부식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며, 적절한 차폐

능력이 있고,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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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기

준 3.2.3(Regulatory Guide(이하 "RG") 1.29 C.1, C.2)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ANSI/ANS

57.1-1992를 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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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하중 취급계통은 핵연료집합체, 제어봉, 가연성 독물질봉 및 유량 제한 오리피스

와 같은 경하중을 취급하는데 사용된다. 경하중 취급계통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목적은 

임계사고, 방사능의 누출 또는 종사자의 방사선 과피폭을 야기할 수 있는 임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계통의 오작동 또는 고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시된 취급계통의 설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여기에는 계통의 요건,

형태, 취급될 하중의 종류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핵연료집합체 한 다발과 관

련 취급공구를 합한 중량을 초과하는 중하중의 취급에 사용되는 기기는 경하중 취급

계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 제시된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검토자는 허용기

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제시한 대체방법에 대한 평가가 상기 II.

허용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1. 경하중 취급계통의 계통성능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설계에 사용된 경하중 

취급계통 개념이 반영되어 있고, 계통내 기기 및 부계통의 기능이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저장된 연료 및 연료취급구역에서의 경하중 취급계통의 

물리적 배치가 다양한 하중취급운전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물리적 배치에 대한 설명자료에는 연료취급설비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야 한다.

- 안전하게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음이 입증된 집합체 수량보다 많은 집합체의 

취급 제한

- 사용 후에 대한 적절한 냉각

- 설비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차폐

- 연료취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연료의 기계적 손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적

절한 간격

2. 설계의 일부로 개발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성능시방서는, 설계, 재료선

정, 제작, 설치, 시험, 그리고 운전절차가 성능시방서의 요건과 동일하거나 그 이

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선정한 합의표준

(consensus standard), 공학적인 코드, 산업체 혹은 제작협회의 관련 표준이 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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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취급계통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는 계통 및 관련 설비의 배치와 하중취급경로가 

연료의 손상 또는 임계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장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운전 및 

시험절차서에 대한 설명은 부하입증시험(load proof testing), 설계관련 부하시험,

비파괴시험, 예방점검, 그리고 하중의 취급이 신뢰할만한 부하취급운전을 보증함

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성능 및 설계기준이 합의표준(consensus standard)을 따르는 특정 기기에 적용

되고, 신뢰할 만한 연료취급을 규정하는지 검토한다.

나. 계통내 기기의 손상에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 및 안전장치를 포함한 계

측 및 제어계통은, 하중이나 하중의 거동을 적절히 제한하고, 단일고장 발생시 

방사선을 방출할 만한 연료손상, 임계사고 혹은 심각한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

기에 적절한지 검토한다.

다. 연료이송운반 및 기타장치들(검사대, 세척대 및 연료처리대)이, 우연한 임계사

고, 허용불가능한 방사선 피폭, 기계적 손상 및 과열을 방지하도록 적절히 설

계되었는지 검토한다.

4. 기기 저장구역을 포함한 경하중 취급설비에 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지진사고로 인하여 사용 후 또는 필수설비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음을 결

정하기 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우연한 임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

비는 RG 1.29 C.1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손상되는 경우, 저장된 연료 혹은 발

전소 안전에 필수적인 다른 설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설비는 RG 1.29 C.2에 

따라 설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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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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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중 취급계통은 인수지역, 저장지역과 원자로용기 사이에서 연료 및 기타 관련 

경하중의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설비를 포함한다. 경하중 취급계통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와 경하중 취급계통 안전운전 요건의 검토를 

통하여, 검토자는 경하중 취급계통 및 관련 설비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13조 및 제33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한다.

1. 경하중 취급계통의 설계는 지진의 효과로 부터 안전관련 기기 및 사용 후의 방호

와 관련 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기준 3.2.3.1 (또는 RG 1.29의 C.1) 그

리고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기준 3.2.3.2 (또는 RG 1.29의 

C.2)에 따라 설계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

족한다.

2. 경하중 취급계통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누출 및 임계사고의 예방에 관

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계통이 

ANSI/ANS 57.1-1992의 지침에 따라 설계되었으므로 해당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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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3.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3.2.3, “내진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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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1.5절 중하중 취급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발전소에서 핵연료집합체 한 다발과 관련 취급 장비를 합한 중량보다 무

거운 중하중의 이동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중하중 취급계통

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요건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한다. 중하중 취급계통의 검토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부적절한 

운전 또는 기기 오작동이 단일 또는 중복으로 발생할 경우에 방사능 누출, 임계 사고,

원자로내 또는 사용후연료저장조내 냉각 불능을 야기하거나, 원자로안전정지를 저해할 

수 있는 임계하중 취급이다.

중하중 취급계통에 대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배치도가 발전소 중요설비 및 취급 기기의 기하학적인 배치를 나타내고, 핵

연료 취급 중 상부 및 주변의 장애물과 통과를 위한 이송경로를 명확히 하며, 다

양한 취급 운전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취급되는 인양물의 하중과 인양물의 취급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검토한다.

3. NUREG-0612의 Section 5.1.1에 제시된 것과 같은 설계, 운전, 시험, 유지보수 및 

검사를 위한 일반 프로그램 지침(general programmatic guideline)의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4. 아래 3개의 항목 중 하나의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가. 저장된 핵연료 및 원자로의 안전정지에 필수적인 기기로의 접근을 차단시키는 

설계나 연동에 의하여 중하중 취급계통의 운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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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중낙하사고에 대한 평가결과, 방사선물질의 심각한 소외방출을 야기할만한 

저장된 사용 후 손상을 일으키거나 안전정지에 필요한 설비의 운전을 방해하

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다. NUREG-0554의 지침에 따라 설계된 천정기중기와 ANSI N14.6 혹은 ASME

B30.9에 따른 인양설비의 사용을 통하여 하중낙하사고의 가능성이 최소화된다.

검토연계분야

중하중 취급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 및 기기의 내진 및 품질그룹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

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2. 안전정지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에 견디기 위한 내진범주 I급 구조물, 계통 방호(보

호)설비 및 보조계통의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3.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된 코드 및 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침

서 3.9.1절에서 3.9.3절까지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4. 내진범주 I급 계측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5.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제시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중하중 취급계통은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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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지진의 영향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

토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낙하하중 등)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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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만족하기 위해서 천정기중기는 

NUREG-0554를 준수하여야 하고, 인양설비는 ANSI N14.6 혹은 ASME B30.9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안전규제기

준 3.2.3.2 (또는 RG 1.29의 C.2) 및 NUREG-0554 Section 2.5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RG 1.13 C.5

를 준수하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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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중하중 취급계통 일반적인 검토목적은 중하중 취급계통이 고도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

로 설계되었거나 하중낙하사고의 결과가 허용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1. 사업자는 저장된 연료 및 안전정지기기를 고려한 중하중 취급계통의 물리적 배치

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사업자는 중하중 취급계통을 이용하여 취급할 하중과 하중 취급시 사용할 인양장

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사업자는 중하중 취급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하중 취급계통의 설계, 운전, 시험, 유

지보수 및 검사에 관한 NUREG-0612의 일반 프로그램 지침(general programmatic

guidelines)에 적합함을 기술한다. 상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하중낙하사고의 발생확

률 및 그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데 있다. 아래 지침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와 관련된 영역에서 중하중을 취급할 때 적용한다.

가. 원자로용기나 사용후연료저장조 내의 사용 후 혹은 안전정지기기 상부로의 하

중낙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하중 이동을 위한 안전하중경로를 지정해야 한

다.

나. 사용 후 혹은 안전정지기기 주변에서의 중하중 취급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야 한다. 해당 절차에는 대상설비, 검사 및 허용기준, 하중취급시의 절차, 안전

하중경로 및 기타 주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다. 하중취급자는 ASME B30.2-2005, "Overhead and Gantry Cranes" chapter 2-3.1

의 요건에 따라 교육 및 자격검증을 받아야 한다.

라. 크레인은 사용 전에 ASME B30.2-2005, "Overhead and Gantry Cranes"

chapter 2-2에 따라 검사, 시험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크레인은 CMAA-70, 2000 및 ASME B30.2-2005 chapter 2-1의 요건에 따라 설

계되어야 한다.

4.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사용 후 상부 혹은 안전정지에 필수적인기기 근처로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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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정지장치 및 전기적 연동장치 

나. 사업자는 해석을 통하여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1) 중하중의 낙하사고와 관련된 사용 후 바닥의 손상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방출은 10 CFR Part 100에 따라, 제한구역경계에서의 갑상선등가선량인 

300rem, 전신유효선량인 25rem의 1/4보다 작거나 같다.

2) 하중낙하로 인한 연료 및 연료저장대의 손상으로 Keff가 0.95를 초과하지 않

는다.

3) 하중낙하로 인한 원자로용기 및 사용후연료저장조의 손상은 연료를 수면위

로 노출시킬 정도의 냉각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4) 다중성이 적용되었거나 안전정지기능의 상실이 없는 안전정지경로상의 설비

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손상을 허용한다.

다. 단일고장방지 개념이 적용된 취급설비의 사용은 손상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단일고장방지 개념이 적용된 취급설비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1) 크레인은 NUREG-0554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단일고장방지 크레

인 제작기준인 NUREG-0554의 지침에 의하여, ASME NOG-1 2004의 Type

1로 설계된 크레인도 사용가능하다. NUREG-0554의 Paragraph 10에 따라,

품질보증프로그램이 크레인의 구매, 설계, 제작, 설치, 검사, 시험 및 운전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상기의 품질보증프로그램은 적어도 아래 요소들을 포

함해야 한다. (1)설계 및 구매서류 관리, (2)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3)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4)검사, (5)시험관리, (6)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7)시정

조치 및 (8)품질보증기록

2) 인양설비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가) ANSI N14.6에 따라, 특정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중취급에 사

용될 수 있는 특별한 인양설비(원자로 상부덮개 인양설비, 원자로용기 인

양설비, 사용 후 운반용기). 상기 인양설비는 2개의 독립적인 하중경로를 

갖거나, ANSI N14.6에서 언급한 하중의 2배의 설계안전여유가 있어야 한

다.

나) 슬링(Slings)은 ASME B30.9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체인이나 와이어로

프와 같은 금속성 재료여야 한다. 슬링은 (1)이중의 혹은 다중의 하중경

로를 갖거나, (2)취급하중의 2배의 하중에 견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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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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하중 취급계통은 발전소 부지에서 설비의 수명기간 동안의 모든 중하중의 취급

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부품을 포함한다. 중하중 취급계통에 대하여 신청자가 제시

한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와 중하중 취급계통의 안전운전 요건의 검토를 기본으로 하

여, 검토자는 중하중 취급계통 및 관련 설비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요건에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결론은 다

음 사항을 근거로 한다.

1. 중하중 취급계통은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 및 시험되므로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2. 중하중 취급계통은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관련 기기 및 사용 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 후나 안전정지기기 상부로 운전되

는 크레인은 NUREG-0554 Section 2.5를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3. 안전정지 혹은 허용치를 초과한 방사선 방출, 임계사고, 원자로용기나 사용후연료

저장조내 연료의 냉각 상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

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낙하하중 등)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상기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

여, 신청자는 중하중의 안전취급을 위한 NUREG-0612의 일반 프로그램 지침

(general programmatic guidelines)을 만족하였으며, 중하중 이동의 제한, 하중낙

하에 대비한 해석에 따른 방호물의 적용 혹은 NUREG-0554의 지침에 따르는 신

뢰할 만한 중하중 취급설비를 사용함으로써 저장된 연료와 안전정지기기를 하중

낙하사고로부터 적절히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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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1절 용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용수계통은 안전관련 설비에 대한 필수냉각을 제공하며 정상 운전 중 사용되는 비

안전관련 보조기기에 대한 냉각도 제공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용수펌프 흡입 

측에서부터 냉각수 배출 측까지의 동 계통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허가기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영향 등

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및 제41조(시험․감
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최종열제거원(안전심사지침 9.2.5절에 

의해 검토)은 발전소 정지에 요구되는 설비의 장기간 냉각을 위한 용수계통의 입구 수

원을 제공하며, 용수계통에 연계되는 계통들과 같이 가상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결과

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특정 기기에도 열제거원으로 제공된다. 용수계통의 펌프능력

이 가상사고후 연장된 운전기간 동안 제공될 수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종열제

거원의 고수위와 저수위에서 용수계통 펌프의 성능특성을 비교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운전 악영향(즉, 수격현상), 환경 악영향, 비정상 운전조

건 및 소외전원상실시 냉각재상실사고와 같은 사고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능

적 성능에 관하여 용수계통 기기(펌프, 열교환기, 배관, 밸브)의 특성을 검토한다.

용수계통은 일반적으로 정상 발전소운전 동안의 냉각기능은 물론 안전기능에 관련

된 요건을 가지므로 검토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통능력의 평가

를 포함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관점에서 용수계통의 설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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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통으로부터 유⋅출입되는 방사능 누설량을 탐지하고 제어하는 능력과 사고

시 환경으로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한 계통누설에 대한 탐지, 제

어 및 격리 능력

나. 계통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기간 부식 및 유기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계통이 정확한 형태로 운전됨을 결정하고 확인하는 계측 및 제어 설비를 포함

한 계통 및 기기의 운전성 시험을 위한 설비(즉, 밸브위치, 압력 및 온도 지시)

제공 여부

라. 설계에 고려된 비내진범주 I인 설비, 구조물 또는 기기 고장이 용수계통의 안

전관련 부분에 미치는 영향

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사고 후 회복단계에서 요구되는 원자로 격납건물 범람에 

대한 용수계통의 능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용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

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따라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5.4.7절에 따라 정상운전이나 사고조건 동안 요구되는 원자로냉

각재계통에 관련되는 필수기기를 확인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라.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따라 제시된 가동전시험계획 및 시운전시험계획을 검

토한다.

마.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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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홍수방호

에 대해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소내 비산물 보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를 수행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부터 3.9.3절에 따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5.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5.1.4절 및 3.5.2절에 대

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소외 비산물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

기의 검토를 수행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예상최대홍

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 영향에 견디도록 계통 및 지원계통을 둘

러싸고 있는 내진범주 I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

준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6.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6.3절에 따라 정상운전이나 사고조건 동안 요구되는 비상노심냉

각계통에 관련되는 필수기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5장에 따라 사고시 냉각부하 기능요건과 최소 시간주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7.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 중 

요건이 계통기기에 만족됨을 확인한다.

8. 계측제어분야 및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과 8.1절에 대한 검

토주관부서로서 정상 및 비상 조건동안 안전관련 펌프, 밸브 및 기타 기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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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급 능력, 용량 및 신뢰성에 관하여 계통 제어, 계측 및 전원을 평가한다. 특

히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가상사고인 경우 비안전관련 부분으로부터 용수계통

의 안전관련 부분을 격리하는데 사용된 신호와 용수계통에서의 저압력이나 안전관

련 펌프에서 저전류가 발생하는 비정상조건인 경우 상호 연결된 계열을 적절히 격

리하기 위한 신호를 검토한다.

9.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13.6절에 따라 취수구와 같은 용수계통에 관련된 보안 관련사항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7.5절에 따라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

관련 설비에 필수냉각을 제공하는 용수계통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 수행

능력의 상실 없이 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관련 설비에 필수냉각을 제공하는 용수계통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 정상

운전, 시험, 이상조건 또는 사고조건 동안 격납건물의 소내⋅외 비산물 영향, 중⋅고 

에너지 배관파단으로 초래되는 배관 휩, 분사 및 환경조건의 영향, 유동 불안정과 

하중(예를 들면, 수격현상)에 관련된 동적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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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및 기기의 능력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 용수계통은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 부하를 최종열제거원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 중, 감시 및 보수와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의 운전성능

시험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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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용수계통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 없

이 자연현상의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현상 방호에 대한 허용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규제방침 C.1(안전관련) 및 C.2(비안전관련)를 

만족시켜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에 기

술된 환경 및 동적영향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5.1.1, 3,5.1.4,

3.5.2, 3.6.1과 Generic Letter(이하 “GL”) 96-06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GL

96-06, Supplement 1에 적합하게 기술된 설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유로 인하여 다른 호기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 사이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를 금지한다. 용수계통

은 다른 호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비고장이나 기타 사건에 관계없이 이러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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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각 호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질 필요가 있

다. 동 기준의 준수는 다수호기 부지에서 발생한 한 호기의 설비고장이나 기타 사

고의 수용 불가능한 효과가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호기에 전파되지 않도록 보장

한다. 추가적으로 GL 89-13, GL 91-13에 적합하게 기술되어 제공된다면 허용을 고

려할 것이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에 따라, 용수계통

이 만족시켜야 하는 성능 및 설계요건은 정상운전 붕괴열제거, 사고 조건하에서 

안전관련 기기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 부하를 최종열제거원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운전 붕괴열제거, 사고 조건하에서 안전관련 기기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로부터의 열 부하를 최종열제거원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나.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기기 다중성

다. 계통의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기기, 부계통 또는 배관을 격

리할 수 있는 능력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성 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 중, 감시 및 보수와 

안전 관련 계통 및 그 기기에 대한 운전성능시험이 허용되도록 용수계통이 설계되

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II

절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설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시 사

용된다. 운영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시에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된 초기 설

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설계에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는 I절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

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동 검토절차가 완료되

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다양한 용수계통 설계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계통요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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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토절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계통이 동등한 필수(안전설비)부분과 동등한 비

필수부분(정상운전시 사용)으로 되어 있는 완전 다중계통을 갖는 대표적인 계통을 가

정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배열로부터 변화가 있는 경우 검토자는 다음에 주어진 검토

절차를 조정하여야 하지만, 계통설계는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요구된다. 또

한 검토자는 최종열제거원 냉각수(예를 들면, 해수)의 성질 및 조건과 관련하여 용수계

통과 연계된 다른 계통에 대한 안전심사지침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일반현안과 발전소 고유 확률론적 안전성분석(PSA)에 대한 평가로부터 용수

계통의 상실이 노심손상사고 잠재성에 중요한 기여 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산업체 경험과 발전소 고유 PSA에 대한 검토에는 용수계통 취약성에 관련된 정보

를 제시하고 있는 NUREG-1461을 이용한다.

1. 계통설명, 배관 및 계기도면(P&ID)이 정상운전에 사용되는 용수계통 설비와 정상 

발전소운전에 대한 계통의 최소열전달 및 최소유량 요건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계통성능요건은 기기의 허용 가능한 운전 

열화(예를 들면, 펌프 누설)를 기술하는 지와 이들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러한 조건

을 탐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기술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2.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의 결과, 과거 승인된 계통과의 비교 또는 독립적인 

계산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검토자는 동 계통이 임의 능동기기의 상실을 견디고,

열화된 조건에서의 최소 계통요건(냉각 부하 및 유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결

정한다. 계통 배관 및 계기도면, 배치도면 및 기기 설명과 특성이 다음과 같은 관

점에서 검토된다.

가. 용수계통의 필수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계통의 비필수부분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기도면은 각 부분 사이가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

분되고 요구되는 등급분류 변화가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계통도면은 격리 달성을 위한 수단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

되고, 격리밸브에 대한 최소성능요건을 확인하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

용이 검토된다. 자동운전 격리밸브가 비필수 부분 및 기기를 필수부분으로부터 

구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면과 기술내용이 검토된다. 사고 또는 과도시 

적절한 격리에 의해 적어도 하나의 안전관련 계열의 운전을 보장하도록 특별

히 다중의 상호연결 계열인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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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수 및 비필수 부분을 구분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한 용수계통의 필수부분은 

품질등급 C, 내진범주 I로 등급 분류된다. 앞에서 언급된 내진 및 안전등급분

류를 포함하고 있는 지와 배관 및 계기도면에서 배관의 품질등급분류가 변경

되는 지점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 및 성능 특성을 기술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기설명 및 계통설명을 검토한다.

다. 안전에 중요한 계통기기에 대한 적절한 가동 중과 기능시험을 허용하기 위한 

설계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이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서술하고 동 계획에 의해서 요구되는 펌프 또는 격리밸브 주위에 시험에 필요

한 재순환 유로가 계통도면에 나타나 있다면 허용 가능하다.

3. 지진, 토네이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인 경우 또는 배관파단이나 소외전

원상실의 경우에도 계통의 요구되는 안전기능이 유지됨을 결정하여야 한다. 검토

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학적 판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 그

리고 다른 안전심사지침 절에서 수행된 검토결과를 이용한다.

가. 내진범주 I로 설계되지 않고 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계통

이나 타계통의 고장부분, 또는 용수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되어 있는 비내진범

주 I 구조물의 고장부분이 용수계통 필수부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구조물 및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분류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표 뿐만 아니

라 부지특성, 종합 배치도면을 기술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제2장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의 기술내용은 허용가능하다.

나. 용수계통의 필수부분은 홍수, 태풍, 토네이도 및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방호 및 비산물방호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제3장에

서 상세히 검토되고 평가된다. 검토자는 제시된 해석이 타당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안전심사지침 절에서 제시된 절차를 이용한다. 토네이도 비산물 

및 홍수 방호를 위한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계통이 위치하거나 홍수 및 비

산물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개별 격실에 계통기기가 위치하는 경우 동 영향

에 대한 기술내용은 허용가능하다. 제안된 방호수준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

하여 계통, 구조물 및 펌프실의 위치와 설계가 검토된다.

다. 용수계통 펌프는 저수위를 고려한 펌프 흡입위치에서 충분한 유효흡입수두를 

가져야 한다. 열제거원의 예상 최저수위 검토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2.4절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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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펌프 임펠러의 높이를 나타내는 도면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의 결론을 확인

하기 위한 독립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라. 계통 내부 및 외부로의 방사성 오염물질의 누설을 탐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설

비가 계통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계통의 배관 및 계기도면이 계통 배출측과 

누설이 의심되는 기기에 방사선감지기가 설치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기

기들이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자동밸브 및 하나의 수동밸브로 격리될 수 있는 

경우 허용가능하다.

마. 계통의 필수부분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어떠한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계통도 용수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되

어 있지 않으며, 또는 고장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도면을 검토한다. 이러한 보호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6절에 나타나 있

으며, 본 사항에 대한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 절에 제시되어 있다.

바. 안전정지에 필요한 필수기기 및 부계통은 소외전원상실사고시 요구되는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용수계통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보조전원의 단일고장을 포함하여 단일 능동기기의 동시 고장을 가정한 최소계

통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계통설계는 허용가능하다. 소외전원상실의 영향을 

받는 용수계통의 기기 또는 부계통에 대하여 계통 유량 및 열전달 능력이 최

소요건을 만족하거나 초과함을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계통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킴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고려한다. 이는 계통의 기능 신뢰성에 대한 허용 가능한 검증방법이다.

사. 결빙 및 기타 환경조건으로 야기되는 잠재적 고장 또는 오기능으로부터 필수 

용수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정지에 필요한 설비를 

고려하여 이러한 목적의 안전등급 가열원이 사용된다고 제시한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기술내용은 허용가능하다.

4. 단일능동기기의 동시고장을 가정한 설계기준사고 후 계통 필수부분이 기능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증하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 배관 및 계기도면, 용수계

통 도면 및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이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평가

하며, 계통도면에서 이러한 기기의 유용성을 추적하고, 요구되는 시간간격 동안 각 

사고 상황에 대한 최소 계통유량 및 열전달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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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각 경우에 있어서 최소 계통요건이 

만족되면 설계는 허용가능하다.

5. 신청자가 개방 배관 계통 내에서 수격현상에 대한 잠재성을 다루며, 수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배기 및 충수 수단, 운전절차를 보장하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부

주의한 수격현상 발생 후 계통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는지도 검토한다. 수

격현상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지침은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 및 NUREG-0927

에 주어져 있다.

6. 용수계통 오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GL 89-13 및 GL 89-13

Supplement 1에서 기술하는 다음과 같은 용수계통 설계 설비 및 검사활동을 반영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가. 생물체 오염의 결과로 인한 유동방해 문제점의 발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감시 및 제어 기술에 대한 계획

나. 용수로 냉각되는 모든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열전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초

기시험계획 및 주기적인 재시험계획

다. 부식, 침식, 보호코팅 손상, 침적토 에 의한 유로 봉쇄(Silting) 및 생물체 오염

으로 용수가 공급되는 안전관련 계통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

한 용수계통 배관 및 기기에 대한 일상검사 및 보수계획

7. 용수계통의 교차연결(Cross-tie) 능력을 갖는 다수호기 부지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한 호기가 사고인 경우 다른 호기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

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수계통의 능력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가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나. GL 89-13의 이행 결과로부터 세척 및 유동시험설비가 교차연결 배관에 적용되

어야 한다.

다. 호기 당 두 대만의 용수계통펌프를 갖는 설계를 제안하는 신청자는 GL 91-13

의 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기준사고 조건 동안 격납건물 건전성과 용수계통 기기에 운전가능성에 관한 사

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GL 96-06 및 GL 96-06 Supplement 1에서 기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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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용수계통 설계사항을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가. 냉각재상실사고(LOCA), 주증기배관파열(MSLB) 동안 격납건물 공기냉각기 냉

각수계통은 수격현상의 영향을 견디기 위한 안전계통 설계와 운전가능 요건

을 확인한다.

나.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가상 열제거를 충족하기 위하여 격납건물 냉각수계통의 

능력을 확인한다.

다. 격납건물 배관에 격리된 기기냉각수의 열적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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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계통은 용수계통 펌프 흡입구로부터 냉각수 출구점까지의 모든 기기 및 배관

을 포함한다. 안전정지, 사고방지 또는 사고완화에 필요한 용수계통 부분은 내진범주 

I, 품질등급 C의 요건으로 설계된다.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안전관련 기기의 연속 

냉각요건에 관하여 용수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제안된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안전등급

분류의 검토에 근거하여 용수계통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원자력안전법 제21조(허가기

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41조

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를 둔다.

1. 신청자는 지진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관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허용은 

RG 1.29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방침 C.1과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방

침 C.2를 만족시키는 것에 근거를 둔다.

2. 신청자는 격납건물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 배관 휩의 영향, 중에너지 및 고에너

지 배관파단으로 야기되는 분사 및 환경조건, 정상 발전소 운전시 그리고 이상 또

는 사고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용수계통의 손상과 관련된 유동불안정(즉, 수격현상 

하중)과 같은 동적 효과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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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수격현상의 영향과 관련된 허용기준은 다음 사항에 근거

를 둔다.

가. 액체가 채워져 있으나 기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용되지 않는 배관(또는 계통)

의 고지점에 기기 및 배관을 배기시키기 위한 배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

한 배기는 주기적인 운전성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펌프 정지 후 또는 대기상태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기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

포가 발생될 수 있도록 계통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 수격현상을 방지하면서 펌

프가 기동되도록 계통을 서서히 충수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하거나, 부주의한 

수격현상 발생에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 수격현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예를 들면, 펌프 기동으로 인한 급속한 충

수, 주기적인 충수 및 배기 점검, 갑작스러운 밸브동작의 배제, 또는 재정렬)이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청자에 의해 운전 및 보수 절차서들이 

검토된다.

3. 신청자는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호기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수계통의 능력이 공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손

상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GL

91-13에 제시된 지침을 만족시키고 있다.

4.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 최종열제거원으로 열을 전달

시키는 용수계통을 마련함으로써 냉각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신청자는 용수계통이 정상운전 및 소외전

원상실과 단일고장을 가정한 사고조건하에서 이러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열 

부하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계통의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통 일부가 격리

될 수 있는지 입증하고 있다.

5. 신청자는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 중 운전기능시험을 허용하는 용수계통을 

마련함으로써 냉각수계통 검사와 시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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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자는 계통 및 계통기기의 운전기능시험을 허용하는 용수계통 설계를 마련함으

로써 냉각수계통의 시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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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2절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계측 및 전기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시 안전정지를 위하여 

요구되며 사고결과의 완화 또는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본 계통은 원자

로 계통기기, 원자로 정지설비, 환기설비, 비상노심냉각계통 등의 기기에 대한 폐회로 

보조 냉각 계통을 포함한다.

본 계통에 대한 검토는 계통 기기, 밸브 및 배관과 타 계통과의 연결부 또는 연계

부를 포함한다. 비상노심냉각계통 설비, 환기설비 및 원자로 정지설비와 같은 안전관

련 기기에 대한 보조냉각수계통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이 원자력안전법 제21조(허가기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내지 제

16조(설비의 공유),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29조(잔열제거

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모든 계획된 운전조건 동안 안전관련 비상노심냉각계통 

기기와 원자로 보조기기에 적절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보조냉각수계통의 능력

을 검토한다. 검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열악한 역운전 및 환경(수격현상 등) 사건에 견디는 능력이 포함된 계통의 기

능요건, 정상운전 동안의 운전성능 요건, 가상사고 동안 및 이후의 운전 가용

성에 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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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통에 부여된 다기능(필요한 경우)과 비상노심냉각 및 안전정지를 위한 각 기

능의 필요성

다. 의도된 기능 수행을 위한 계통 완충탱크의 능력

라. 모든 운전조건에서 적절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통 능력

마.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을 위한 기기냉각수 배관이 자동격리 되지 않도록 보증

하기 위한 제어와 제어실 운전원이 원격수동장치(III.4.마 참조)에 의해서 원자

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배관을 격리하기 위한 설비

바. 노심 냉각, 붕괴열부하에 대한 계통용량 및 관련 설계 여유도

2. 본 계통에 대한 다른 검토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비내진범주 I 기기의 고장으로 인한 계통의 내진범주 I 부분의 영향

나. 계통누설에 대한 탐지, 수집 및 제어를 위한 설비와 한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

로의 방사능 누설을 탐지하고 환경으로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다. 계통의 가동 중 및 가동 중시험에 대한 요건

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밀봉 및 베어링에 적절한 냉각을 제공하는 계통능력

마. 누설을 다루기 위한 기기격리 또는 다중설비에 대한 오기능과 오작동을 포함

한 설계 기능달성에 필요한 계측 및 제어 특성

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논리기법을 이용한 단순화된 신뢰도 분석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용수계통에 의해 냉각되는 안

전관련 열교환기의 열전달 능력을 감시하기 위한 시험계획은 안전심사지침 9.2.1절

에서 검토된다. 이러한 시험이 용수계통의 보수에 의해 복구할 수 없는 열전달능

력의 저하를 나타내는 경우 안전심사지침 9.2.2절에 따라 검토되는 원자로 보조냉

각수계통과 같은 폐회로 냉각수계통은 안전심사지침 9.2.1절에 따라 검토되는 용수

계통에 대한 검사 및 보수계획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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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의 적합성을 결정하고,

안전심사지침 3.5.1.4절 및 3.5.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소외 비산물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검토를 수행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

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예상최대홍수 및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도록 계통 및 지원계통을 둘러싼 내진범

주 I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결정

하고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홍수 방호에 대해 검토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까지를 수행한다.

5. 계통성능분야 및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4.7절, 제6장, 9.5.1절 및 

제15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시 운전이 

요구되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비상노심냉각계통에 관련된 공학적안전설비 기기를 

확인하고, 안전관련 기기에 관한 냉각부하 기능요건과 최소시간주기를 확인한다.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

가 가동 중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운전조건에 대한 

제작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7.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운전이 요

구되는 모든 필수계통의 제어 및 계측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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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한다. 특히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저압력이나 

안전관련 펌프에 저전압을 발생하게 하는 비정상조건인 경우 상호 연결된 계열을 

적절히 격리하기 위한 신호와 가상사고인 경우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을 비안전관련 부분으로부터 격리하는데 사용된 신호를 검토한다.

8.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

전이 요구되는 모든 필수 전기기기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을 

결정한다. 또한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교류전원 완전상실요건 관점에서 발전소

를 검토하여 교류전원 완전상실기간 중 원자로 보조냉각 능력과 냉각 용량 측면에

서 안전심사지침 9.2.2절의 검토에 협조한다.

9.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제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

로 보조냉각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 없이 지

진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

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이상 또는 

사고조건 시 격납건물 내⋅외 비산물의 영향, 중⋅고 에너지 배관파단으로 초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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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관 휩, 분사 및 환경조건의 영향, 유동불안정과 부가적인 부하(수격현상 등)에 

관련된 동적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는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전력공

급설비),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 부하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

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 중 시험 및 검사를 허용하기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되

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2장 및 제3장의 관련 절을 포함한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냉각수계통의 설계 적합성은 원자력법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및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내지 제16조

(설비의 공유),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29조(잔열제거설

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과 관련 Regulatory

Guide(이하 “RG")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계통 기능 및 기기 선정에 대한 검토자의 판

단과 독립적 계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종합적인 계통설계가 다음과 같은 요건 및 권

고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냉각수계통의 설계는 허용가능하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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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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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조냉각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 없이 지

진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허용은 안전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의 지침을,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규제방침 C.2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과 

관련설비가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상실 없이 정상운전 및 사고조

건하에서도 운전되도록 보장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

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이상 또는 

사고조건 시 격납건물 내⋅외 비산물의 영향, 중⋅고 에너지 배관파단으로 초래되

는 배관 휩, 분사 및 환경조건의 영향, 유동불안정과 부가적인 부하(수격현상 등)에 

관련된 동적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및 관련기

기가 배관 휩, 비산물 및 분사 유체로 야기되는 동적효과와 냉각재상실사고를 포

함한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와 관련된 환경조건에 노출되는 동안 요구

되는 안전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는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 호기가 사

고일 때 공유로 인하여 다른 호기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능 수

행능력이 중대한 손상을 입지 않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가 다른 호기에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본 요건의 준수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및 관련 기기가 다수호기에서 공유되더라도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전력공

급설비),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 부하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이 만족시켜야 하는 성능 및 설계요건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 하에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 열제거원

으로의 열전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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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일 능동기기 고장과 소외전원상실을 동시에 가정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 다중성

다. 계통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기기, 계통 또는 배관을 격리할 

수 있는 능력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와 관련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수 상실 대응능력과 실제 사고에서 계속적인 장기

간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운전을 허용하기 위하여 주제어실 운전원에 의한 원자

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수의 원격수동격리 기능

마. 냉각수계통에서의 단일고장은 연료손상이나 정상 냉각재 보충능력을 초과하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단일고장은 운전원 실수, 밸브 오

동작 및 냉각수 펌프상실을 포함하지만 이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냉각수계통 배관의 고장으로 야기되는 중에너지 누설균열이나 사고는 과도한 

연료손상 또는 정상냉각재 보충능력을 초과하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초래하

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평가할 경우 단일능동고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에너지 누설관련 사항은 부록 3.6.1-1의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사. 운전원이 발전소를 수동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자

로냉각재펌프는 20분 동안 냉각수 완전상실에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에 의해

서 입증하여야 하며, 20분간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RG 1.153, “Criteria for

Powe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ortions of Safety System”에서 인용된 

IEEE Std 603,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에 따른 계측기가 냉각수상실을 탐지하여 제어실에 경보

를 발생시키는데 유용한지를 시험에 의해서 입증하여야 한다.

1) RG 1.153에서 인용된 IEEE Std 603에 따른 계측기는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냉각수상실에 의하여 발전소를 자동보호하기 위한 보호계통에 대한 기준과 

동일하다. 이러한 경우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밀봉과 베어링에 공급되는 기기

냉각수는 비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D로 설계되어야 한다.

2) 각 원자로냉각재펌프에 공급되는 기기냉각수는 단일능동고장이나 부록 

3.6.1-1에서 정의된 중에너지 배관파단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품질등

급 C 및 KEPIC MN, 코드등급 3 요건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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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 중 시험 및 검사를 허용하기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되어

야 한다. 이는 냉각수계통의 건전성과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교환기 및 배관과 

같은 주요 기기의 적절한 주기 점검을 허용하도록 동 계통을 설계함으로써 정상운

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 동안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계통 건전성 

및 능력을 보장한다. 또한, 설계기준에 근접한 조건에서 다음 사항을 보장하도록 냉

각수계통의 안전관련 계통 또는 기기의 운전기능시험을 허용하기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 구조적 건전성 및 계통 누설 건전성

나. 능동계통 기기의 운전성 및 적절한 성능

다. 정상운전, 원자로 정지, 사고 조건시 요구되는 기능수행을 위한 종합 계통능력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 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설허가 검

토 시 사용된다.

운영허가신청에 대한 검토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최종 설계에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안전심사지침 II

절의 허용기준과 본 검토절차를 사용한다.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검토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안전에 관련된 동 계통의 기능

을 결정하는 것이다. 모두 안전관련 계통으로 설계되는 냉각수 계통이 있으며, 일부만

이 안전 관련으로 설계되는 냉각수 계통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비안전관련으로 등급 분류되는 냉각수 계통도 있을 수 있다. 원자로 보조냉

각수계통의 안전범주를 결정하기 위해서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 안전정지조

건을 달성하거나 사고방지 또는 사고완화 기능수행을 위한 냉각수 계통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모든 설계에서 이들 계통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기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사용되는 방법은 개별 설계자에 종속되므로 발전소별로 다를 수 있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 기

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동 

검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다양한 설계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시된 절차는 계통 전체가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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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계통으로 설계되는 대표적인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에 대한 것이다. 제시되는 독특

한 설계를 고려하여 검토절차의 변경이 있을지라도 계통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

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검토자는 본 절로부터 실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강조할 수 있다.

1. 설계근거, 설계기준 및 계통설명을 포함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사

용된 설비와 정상 발전소 운전 시 계통의 최소열전달 및 최소유량 요건을 확인하

기 위하여 검토된다. 계통 배관 및 계기도면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계통 기기가 사

용되었음을 입증한다.

가. 원자로 안전정지 달성에 필요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열제거

나. 살수, 환기 냉각기, 집수조 기기와 같은 격납건물 기기 또는 계통에 대한 필수

냉각 제공

다. 붕괴열제거 기기에 대한 냉각 제공

라. 사고결과를 완화하거나 방지하는데 필요한 비상노심냉각펌프 베어링 또는 기

타 비상노심냉각 설비에 대한 냉각 제공

2. 계통 성능요건은 허용 가능한 기기 운전열화(펌프 누설 등)를 기술하는지와 열화 

과도 시 이들 조건을 감지한 후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기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

하여 검토된다.

3.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 결과를 이용하여 검토자는 사전 승인된 계통이나 독

립적인 계산에 근거하여 계통이 어떠한 능동기기 상실에도 견딜 수 있으며, 최소계

통요건(냉각부하 및 유량)이 이들 고장 조건에 대하여 만족되는지를 결정한다. 계통 

배관 및 계기도면, 배치도, 기기 설명 및 특성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된다.

가. 냉각수계통의 필수부분이 정확히 구분되고,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으로부터 

격리 가능하여야 한다. 배관 및 계기도면은 각 부분 사이의 물리적 구분이 분

명히 나타나야 하며, 요구되는 등급변화를 나타내어야 한다. 계통도면에 격리 

달성을 위한 수단이 나타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

내용은 격리밸브에 대한 최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도면 및 설명

서는 자동동작 격리밸브가 필수부분으로부터 비필수 부분 및 기기를 구분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특히 다중의 상호 연결된 계열인 경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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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는 예상운전과도사건 시 적절한 격리에 의해서 최소한 하나의 안전관련 

계열의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비내진 부분으로부터 내진범주 I 부분을 구분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한 냉각수계

통의 필수부분은 품질등급 C 및 내진범주 I이어야 한다. 계통 설계근거 및 설

계기준, 그리고 기기 등급분류표는 계통의 필수부분인 열교환기, 펌프, 밸브 및 

배관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 내진범주 I 요건으로 설계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검토된다.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내진설계에 대한 검

토는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에 의해서 수행되며,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에 대한 

검토는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에 의해서 수행된다.

다. 본 계통은 필요한 경우 보충수가 공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일 동안 계통

의 예상 누설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완충탱크를 가지거나 내진 설

계된 보충수원이 완충탱크 용량과 동일한 시간간격(시간은 저수위 경보에서 시

작됨) 이내에서 유용성을 보장하도록 폐회로 계통인 냉각수 계통이 검토된다.

완충탱크 및 연결배관은 보충수가 헤더분리 계통 내에서 어느 한쪽 헤더로 공

급될 수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다중의 완충탱크(각 헤더에 하

나) 또는 분리된 완충탱크의 설계는 헤더가 파단 되는 경우 완충탱크의 전체 

용량상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허용 가능하다.

라. 본 계통은 적절한 운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합한 설계여유도를 가짐으로써 정

상 운전 중 열부하 및 사고조건시 비상노심냉각 열부하를 제거하도록 설계된

다. 계통유량, 열량준위(Heat level), 최대 온도 및 열제거 능력이 과거에 허용

된 유사설계와 비교・분석된다. 계통의 성능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안전에 중요한 계통기기에 대한 적절한 가동 중 기능시험을 허용하는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자료는 시험 및 검사 계획을 서술하여야 

하며, 계통도면에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격리밸브 또는 시험을 위한 재순환 

유로가 펌프 주위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바. 계통의 필수부분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야 한다. 어떠한 고에너지 또는 중에너지 배관계통도 냉각수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하지 않거나 고장영향으로부터 보호되는지를 보증하도록 계통설명 및 배

치도가 검토된다. 이러한 방호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6절에 수록되어 있으

며, 이에 대한 검토절차는 관련 절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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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필수 기기 및 부계통(즉, 안전정지에 필요한)은 소외전원 및 계기용 공기계통 

상실인 경우에도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냉각수

계통의 필수부분은 보조전원의 단일고장을 포함하는 단일능동기기의 동시 고

장을 가정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계통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계통

설계는 허용가능하다. 소외전원 또는 계기용 공기계통의 상실에 의해 악영향을 

받는 냉각수계통의 각 기기 및 부계통에 대하여 계통유량 및 열전달 능력이 

최소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계통

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원상실의 결과로 인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수상실의 

영향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와 

본 안전심사지침 III.4.마 항에 따라 검토된다.

4. 계통설계 정보 및 도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포함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분석된다.

가. 기기 또는 계통 누설을 탐지하기 위해 누설탐지계통이 제공되어야 한다. 본 기

준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계통의 인접지역에서 적합한 용량과 적

절한 경보를 갖는 집수조나 배수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계통 기기 및 헤더는 계통기능을 보장하고 계통누설을 제어하며 계통보수를 

허용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격리능력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한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로 방사능 누설 또는 화학적 오염을 탐지하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방사능 감시기 및 전도도 감시기

는 누설을 탐지하기 위하여 계통기기 출구배관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는 요구되는 방향으로 누설이 제어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통을 

고압에서 운전함으로써 누설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 본 계통은 냉각수가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시 및 가상사고후에도 원자로

냉각재펌프 밀봉 및 베어링에 대한 냉각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필요한 경우 

운전원이 발전소에 대한 수동보호를 개시하는데 20분이 유용하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냉각수 상실을 탐지하는 제어실내 경보와 함께 KEPIC ENB1100에 따

른 계측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 교류전원 완전상실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건전성을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

되어야 한다. 허용 가능한 설비는 교류전원 완전상실(SBO)에 대비한 대체교류

전원(AAC)으로부터 전력이 공급되어지는 다양한 밀봉주입/냉각계통을 포함하

며, 이들은 대체교류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밀봉주입/냉각계통 및 관련 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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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주입/냉각을 위한 계통이 교

류전원 완전상실기간을 만족시키도록 요구되는 경우에 계통은 적절한 위치로

부터 계통을 작동시키고 제어하는 능력에 관한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방침 C.3.3.4를 준수하여야 한다. 독립적인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을 

제공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서 신청자는 제시된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설계를 

입증하는 정확한 시험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밀봉주입 및 냉각 상실이 연장된 

후에도 밀봉건전성이 유지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바. 원격수동장치만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연결된 기기냉각수 공급 및 회수 배

관을 격리하기 위한 설계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냉각재상실사고 시 계통배

관이 방사성물질의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출경로가 되는 경우에 원격수동장치

로 배관을 언제 적절히 격리할 것인지와 배관을 얼마나 빨리 격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어실 운전원이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설비

가 마련되어야 한다.

5. 검토자는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환경 조건인 경우에도 요구되는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통이 설계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

여 공학적 판단 및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계통을 평가한다.

가. 내진범주 I로 설계되지 않으며 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 위치한 계통 또는 다른 

계통의 일부 고장, 또는 냉각수 계통의 필수부분을 둘러싸고 지지하거나 근접

해 있는 비내진범주 I 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필수기능을 손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비내진범주 기기 또는 배관을 확인하고, 고장인 경우 적합한 기준이 격

리능력을 제공하도록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구조물과 계통에 대한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내진설계 등급분류표 뿐만 아니라 부지특성을 기술하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제2장, 배열 및 배치도가 검토에 필요하다.

나. 냉각수계통의 필수부분은 홍수, 태풍, 소내⋅외 비산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방호 및 비산물방호 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 제3장 검토와 관련된 안전

심사지침의 관련 절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평가된다. 검토자는 제시된 분석이 

유용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에서 확인된 절차를 이용한다. 계통이 토

네이도 비산물 및 홍수에 대하여 방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위치하거나 

홍수와 비산물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개별 칸막이나 격실에 위치한다는 기술

내용은 허용 가능하다. 제공된 방호수준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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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및 펌프실(칸막이)의 위치와 설계가 검토된다.

6. 설계기준사고와 동시에 단일 능동기기고장을 가정하여 계통 필수부분이 기능을 발

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내용, 배관 및 계기도면, 냉각수계통 도면,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의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이 검토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능수행

을 위한 기기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평가하며,

계통 도면상에서 이들 기기의 유용성을 규명하고, 계통의 최소요구 유량 및 열전달 

요건이 요구되는 시간동안 각 사고조건에서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7. 신청자가 보조냉각수계통 내에서의 수격현상 잠재성을 반영하고, 수격현상을 방지

하기 위한 배기, 충수 능력 및 운전절차와 같은 방지 또는 대처 수단이 제공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수격현상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지침은 NUREG-0927, “Evaluation of Water Hammer Occurrences in Nuclear

Power Plants”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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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은 펌프, 열교환기, 밸브 및 배관, 완충탱크, 보충배관, 타계

통과의 연결부 또는 연계부를 포함한다. 안전정지, 사고예방 또는 사고완화에 필요한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C 요건으로 설계된다. 모든 

발전소 운전조건에서 안전관련 노심냉각계통 기기 및 원자로보조설비에 적절한 냉각

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는 신청자가 제안한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설계기

준, 설계근거 및 안전등급분류에 대한 검토에 근거하여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설계

가 원자력법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내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41조(시

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만족하여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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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자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지진영향에 견딜 수 있는지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에 대한 허용은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에서 안전관련 부

분은 규제방침 C.1과 비안전관련 부분은 규제방침 C.2를 만족하는데 근거를 둔다.

2. 신청자는 정상발전소운전, 예상운전과도사건 또는 사고조건 시 격납건물 내⋅외 

비산물의 영향, 중⋅고에너지 배관파단으로 야기되는 배관 휩, 분사 및 환경조건의 

영향, 유동불안정으로 인한 동적 영향, 그리고 보조냉각수계통의 요구기능의 손상

에 관한 부가적인 하중(즉, 수격현상)에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수격현상 영

향에 관련한 허용은 다음에 근거를 둔다.

가. 통상적으로 정지되어 있고 기포가 발생될 수 있는 액체로 채워진 계통내의 최

고점에 기기 및 배관을 배기시키기 위한 배기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기는 주기적인 운전 및 시험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계통설계가 펌프정지 후 또는 대기상태 동안 기포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는 수격현상을 피하기 위해 펌프로 서서히 충수하는 방법이 제공되거나 부주

의한 수격현상 발생 후에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 운전 및 보수 절차는 기포로 채워진 배관조건으로 인한 수격현상을 피하기 위

하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를 보장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3. 신청자는 공유로 인해 한 호기에서의 사고인 경우 나머지 호기의 순차적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하여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

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4.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 최종열제거원으로 열을 전달

하기 위한 계통을 설치함으로써 냉각수에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

비)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신청자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이 정상운전 및 소외전

원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단일고장을 가정한 사고조건에서 이들 구조물, 계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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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부터의 조합된 열부하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계통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

록 계통의 일부가 격리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다음사항

을 입증하였다.

가. 본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요건과 본 안전심사지침의 III.4.마 항의 지침에 따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밀봉

손상 없이 전원상실을 견딜 수 있다.

나.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냉각 배관은 사고시 계속적인 장기간 운전을 허용하기 

위하여 자동 격리되지 않는다.

다. 주제어실 운전원은 원격수동장치로 언제 배관을 적절히 격리할 것인지와 얼마

나 빨리 배관을 격리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가

진다.

5. 신청자는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 중을 허용하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의 

설계특징을 마련함으로써 냉각수계통의 검사에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

는 계통 및 계통기기에 대한 운전기능시험을 허용하는 원자로 보조냉각수계통 설

계특징을 마련함으로써 냉각수계통의 시험에 관련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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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4절 식수 및 위생수 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건설허가단계의 검토시에 검토자는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해 아래 사항

을 검토한다. 운영허가단계의 검토시에 검토자는 건설허가 단계에서 허용된 설계 내용

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설계 확인을 위해 검토자는 본 지침 II항에 제시된 허용기준

에 위배되는지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1. 식수 및 위생수 계통에 대한 계통설명이 검토되어야 하고, 배관 및 계기 도면은 

운영허가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2. 방사성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계통과 연결되지 않도록 식수 및 위생수 계통 

계통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3. 다수호기 시설의 공유에 의한 사고 및 안전성 저하를 포함하여 방사능 오염 가능

성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한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식수 및 위생수 계통은 액체방사성 유출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해 다음의 규제요건

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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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선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1호 가.항 :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

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

여야 하는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내에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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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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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 식수 및 위생수계통 오염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액체 유출물의 방출

을 제어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계통과 동 계통 사이에는 연결 부위가 없어야 한다.

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식수계통은 공기 차단(Air gap)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다. 다수호기 시설의 공유에 의한 사고 및 안전성 저하를 포함하여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본 계통이 허용 제한치를 초과한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

음을 보여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 적절히 본 안전심사지침으로부터 자료를 선택하여 신

청자 제출 자료를 중점 검토한다.

1.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동 계통의 교차연결(Cross connection)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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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기준을 검토한다.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계통과 교차하여 

연결된 부분이 없는지 운영허가 단계에서 배관 및 계기 도면을 확인한다.

2. 다수호기 시설의 공유에 의한 사고 및 안전성 저하를 포함하여 방사능 오염 가능

성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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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계통은 상수 혹은 기타 수원공급 연결부로부터 오물처리 설비나 다른 발전소 

계통으로 방출되는 지점까지의 모든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

2. 동 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검토자는 

방사성 물질로 인하여 계통의 부주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용 가능한 설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따라서 본 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허용 가능하다.

3. 다수호기 시설의 공유에 의한 사고 및 안전성 저하를 포함하여 방사능 오염 가능

성에 대한 평가는 검토자에 의해 수행되고 그 결과는 허용 가능하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21조(허가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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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5절 최종 열제거원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최종 열제거원은 정상적인 원자로 정지 또는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사고에 의

한 원자로 정지 이후에 원자로의 잔열과 필수냉각계통의 열부하 제거를 위한 냉각수

원이다. 최종 열제거원의 설계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허가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및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계통

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최종 열제거원을 구성하는 수원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원자로의 

정상, 사고 혹은 정지 조건에 대하여 냉각수공급원(즉, 대양, 호수, 자연 또는 인공적인 

저수조, 강 또는 냉각탑)의 형태와 크기, 적절한 온도로 요구되는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열제거 능력이 포함된다. 이 검토에서는 최종 열제거원이 설계코드요건에 만족되

는지를 확인한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냉각수의 공급형태

2. 발전소 전체의 필수 열부하 제거 능력

3. 원자로정지후 지속되는 시간동안 요구되는 화학 및 정화처리와 함께 적절한 온

도로 요구되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최종 열제거원의 능력에 대한 환경의 영향

4. 수원의 가용성에 대한 지진, 토네이도, 비산물, 홍수, 태풍의 영향 및 결빙을 포

함한 환경의 악조건이 최종 열제거원의 안전기능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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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수호기 원전에서 냉각수원의 공유

6. 용수계통에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의 고수위 및 저수위 설계요건

7. 원자로계통의 열부하, 잠열, 펌프 일과 발전소 보조계통의 개별 및 전체 열부하

에 대한 최종 열제거원 설계를 평가하기 위한 열 입력자료

8.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4.3절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관련한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기준을 검토

검토연계분야

최종 열제거원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2.4.1절부터 2.4.1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

로서 최종 열제거원의 수위, 기상학적 및 자연 현상에 대한 기준(결빙 효과)과 냉

각재 재고량의 과도 분석을 확인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에 따라 수행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에 대한 지진의 허용성 및 품질등급을 검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4.2, 3.5.3, 3.7.1∼3.7.4, 3.8.4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예상최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

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도록 계통 및 지원계통을 둘러싼 내진범주 I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4.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따라 홍수방호에 대해 검토한다.

5.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내부 비산물을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외부 비산물을 검토한다.

7.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 

파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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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1.1절에 따라 가동 중 검사 요건이 계통 

기기에 만족되고 운전조건에서 시공재질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9.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3절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과 비상노심

계통으로부터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달되는 열부하를 확인한다.

10.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과 부록 7-A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

서 적절한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계측 및 제어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시험

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1.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에 따라 적절한 운전을 위해 요구

되는 모든 전력계통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다.

1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2.1절에 따라 용수계통 및 패각류에 의

한 유로 차단과 진흙, 침적토, 부식 생성물에 의한 오염 발생을 감지하고 제어하

기 위한 감시 및 제어 계획을 검토한다.

13. 화재방호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14. 운영기술지침서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6절에 따라 검토한다.

15.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따라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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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09) “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

되는 시설”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계통 

및 계통을 둘러싸는 구조물은 지진, 토네이도,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

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안전관련 부분과 비안전관련 부분 각각에 대하여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규제방침 C.1과 C.2를 만족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요구되는 안전기능

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는 관련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가. 정상운전 및 사고상태하에서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열부하를 열제

거원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능력

나. 소외전원 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기의 적절한 다중성 보유

다.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기기, 계통 또는 배관을 격리시킬 수 

있는 능력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 중, 감시 및 보수와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의 운전성능

시험을 허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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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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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현상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하여 최종열제거열을 둘러싼 구조물과 최종열거원 

자체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RG 1.27의 규제방침 C1 및 C.2를 참조한다.

2.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는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개의 발전소에

서 사고동안 여러 발전소에 최종 열제거원 사용이 영향을 받지 않는 발전소에 계

획된 정지 및 냉각을 안전하기 위해  안전기능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용수계통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기기 및 계통으로부터 열을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최종 

열제거원의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 중, 감시 및 보수와 안전관련 계

통 및 기기의 운전성능시험을 허용하도록 설계규정이 만족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에 기술된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설계기준 및 예비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항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허가 심사 시에 

활용된다. 운영허가 심사 시에 본 절차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최종설계에 

초기 설계기준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검토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검

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자는 이 검토절차를 완료하는데 요구되는 자료를 입수하여 사

용한다.

최종 열제거원에 대한 충분한 수원 공급의 가용성은 원전의 기본요건이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대양, 호수, 자연 또는 인공적인 저수조,

강, 냉각연못, 냉각탑 또는 이들의 조합을 들 수 있다. 최종 열제거원의 설계는 각 발

전소의 지리적인 특수성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난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목적상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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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제거원의 필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데 활용되는 전형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검토자

는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들을 보완한다.

1. 제출된 최종 열제거원의 전반적인 배치와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

서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결빙을 포함한 자연적인 악영향과 소외전원 상실이 발생

했을 때 계통의 기능이 요구된 대로 유지되도록 최종 열제거원이 설계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을 평가한다.

가. 최종 열제거원에 사용된 열입력은 보수적이다. 검토자는 신청자가 계산한 열부

하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열제거원의 열부하에는 방사성물질의 붕괴열,

잠열, 펌프일, 최종 열제거원을 보조하거나 이에 의존하는 발전소 보조 계통의 

운전에 의한 열부하가 포함된다.

나. 유사한 설계의 발전소 운전자료가 제공된다면 잠열, 펌프일, 발전소 보조계통

에 대한 열입력치를 확인한다.

2.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총 필수열부하와 용수계통의 유량요건이 최종 열제거원의 열제거 능력과 일치

한다.

나. 최종 열제거원이 결빙을 포함한 최악의 환경상태하에서 냉각재상실사고를 포

함하여 가능한 최대열부하를 제거할 능력을 가지며, 또한 허용 가능한 보충수 

공급능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최소 30일 동안 발전소를 냉각시키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은 독립적인 검증계산으로 확인된다.

다. 수로, 구조물, 인공적인 댐, 최종 열제거원과 연결된 배관망이 다른 부지관련사건

과 동시에 발생하는 설계기준 자연현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 혹은 사건으로부터 생기는 인공구조물의 단일고장이 충분한 냉각수 공급을 

막거나 또는 열제거원의 수온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라. 최종 열제거원과 관련된 댐, 경사, 운하 혹은 다른 유량 제어 구조물에 대한 설계

는 가동 중 검사와 시험에 대한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마. 최종 열제거원의 설계에는 Generic Letter 89-13에서 권고된 것처럼 패각류에 

의한 유로의 차단 문제 및 진흙, 침적토 혹은 부식 생성물에 기인한 오염 발생

을 감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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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열제거원으로 냉각탑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하여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추

가로 결정한다.

가.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는 기계계통(팬, 펌프, 제어기기)이 보조전력원의 고

장을 포함한 단일능동고장에 견딜 수 있고,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유량과 온도

로 냉각수를 공급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나. 분지의 수면 변화를 고려하여 충분한 유효흡입수두(NPSH)가 모든 필수펌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냉각탑은 결빙을 포함한 최악의 환경 상태 조합하에서 설계 냉각수 온도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분지의 공급수는 허용 가능한 보충수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한 추가 보충수의 공급 없이 요구된 온도로 30일간 장기냉각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대형의 자연적인 또는 인공적인 수원을 무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로 부지는 위의 

1 및 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검토되며 검토자는 추가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예정부지 및 발전소 배치 기본도면(건설허가 단계)

및 최종부지 및 발전소 배치 상세도면(운영허가 단계)의 검토를 통해 취수구와 

배수 관로(개수로 또는 폐수로 형)의 설계가 온배수 재순환 또는 수온 성층화

를 방지하도록 적절히 분리되어 있다.

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인공댐, 제방 또는 기타 구조물 설계기준은 설계기

준 자연현상 또는 역사적으로 관측된 강도의 자연현상 조합에 견딜 수 있는 

요건을 포함한다. 설계기준 자연현상(특히 안전정지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

계되지 않은 댐, 제방, 기타 구조물이 손상되는 경우에 최소 30일 동안 냉각수 

공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냉각수원에 남아 있어야 하고 용수계통 

입구에서 요구되는 설계 수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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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열제거원 검토에는 냉각공급의 크기와 형태(즉, 대양, 호수, 자연 또는 인공저

수조, 연못, 냉각탑), 최종 열제거원으로의 보충수공급이 포함된 신청자가 제출한 

최종 열제거원에 대한 설계기준 안전등급의 적합성과 정상 및 사고시 안전정지를 

위한 냉각수 수송능력이 입증됨을 확인한다. 최종 열제거원과 그 보조계통은 내진

범주 I, 품질등급 C 요건을 만족한다. 검토자는 최종 열제거원의 설계가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및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

하고 허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신청자는 지진, 토네이도, 토네이도 비산물,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 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RG

1.29의 규제방침 C.1,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RG 1.29의 규제방침 C.2 요건을 

만족함으로써 허용가능하다.

2. 신청자는 구조물, 계통, 기기의 공유에 대해 능동 또는 수동 고장시 공유가 다른 

호기의 안전정지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증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한다.

3. 신청자는 최종 열제거원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

조(최종 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 신청자는 최종 열제거원 계통의 주기검사를 위한 접근성을 보증함으로써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 중 검사 및 시험, 감시, 보수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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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6절 응축수 저장시설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응축수 저장시설은 주복수기 집수정(Condenser Hot Well), 저방사능 액체폐기물 

재처리 응축수, 보충수 처리 계통들에 의해 발생된 물의 저장조로 사용된다. 또한 응

축수 저장시설은 여러 보조 계통의 보충수원 또는 물 공급을 위해 사용된다. 응축수 

저장시설은 검토대상 발전소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련 여부가 결정된다.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및 제41조(시험·감시·검

사 및 보수)의 요건에 부합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축수 저장탱크에서 기타 계통

과의 연결부 또는 경계부까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여러 보조계통으로의 물 공급과 기타 계통으로부터의 물 회수에 관한 응축수 저장

시설의 능력을 검토한다.

2.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축수 저장시설을 검토한다.

가. 비상노심냉각계통 또는 안전관련 계통에 연결된 응축수 저장시설 기기의 고장

이 비상노심냉각계통 또는 안전관련 계통의 안전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은 추운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자연현

상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 그러한 현상이 계통의 안전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기기의 다중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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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통기기는 기기품질등급 및 내진설계등급의 설계기준요건을 만족한다.

마. 계통의 누설 또는 저장탱크의 손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완화시키는 대책이 

제공된다.

바. 저장탱크 넘침의 안전조작, 고-저수위의 점검에 필요한 계측방법, 격리방법에 

대한 대책이 제공된다.

사. 필요한 경우 비안전성인 정상 물 공급으로부터 내진범주 I급 수원으로 자동 전

환하는 수단이 제공된다.

3. 교류전원 완전상실(SBO) 사고 대응에 응축수 저장시설을 이용하도록 설계된 발전소에 

대하여 응축수 저장시설이 안전심사지침 제8장에 기술된 교류전원 완전상실 요건

을 만족하도록 용량과 능력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응축수 저장시설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응축수 저장시

설의 가동 중 펌프 및 밸브 시험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응축수 저장시설

과 연계된 운영기술지침서 사항은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따라 검토한다. 화재방호

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

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예상최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도록 계통 및 지원계통을 둘러싼 

내진범주 I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

을 결정하고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홍수방호에 대해 검토

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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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외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에 따라 수행한다.

4.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응축

수 저장설비의 방사능농도를 검토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최소 응축

수 저장 용량을 평가하고 정상운전과 사고기간 중 설비에 요구되는 기능의 안전성

부분을 확인한다.

6.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의 내진등급, 품질등급이 허용됨을 결정한다.

7.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1.1절과 6.6절에 검토주관부서로서 건설

시 재료가 운전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통기기들이 가동 중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한다.

8.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8.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운전이 요구되는 모든 전기계통(감지, 제어 및 전원)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또한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소외전원상실로 인한 

교류전원 완전상실을 견디거나 회복할 수 있는 요건 관점에서 발전소를 검토하여 

동 교류전원 상실 기간 중 안전심사지침 9.2.6절의 교류전원 상실 조건에서도 안전

심사지침 5.4.7절 및 부록 5.4.7-1의 원자로 붕괴열 제거를 위한 응축수 저장시설의 

능력과 용량 측면에서 발전소 능력을 지원하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 검토에 협조한

다.

9.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제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합한 운

전에 요구되는 모든 계측제어계통(감지, 제어 및 전원)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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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10.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종사자에 대

한 방사선 피폭량이 가능한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설계가 보증됨을 검토한다.

11.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제17장에 상당하는 별도의 품질보증계획서

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의 검토를 수행한다.

12. 응축수 저장설비는 발전소 정지 중 정상 붕괴열 제거 상실사고시 노심냉각수로 공

급될 수 있는 선택적 사안인 것과 같이 발전소 정지 위험의 체계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계획된 안전심사지침 제19장에 대한 검토주

관부서로서 발전소 정지위험평가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검

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시험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지진과 기타 자연현상

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기능 수행을 위

한 공유 계통 및 기기의 능력에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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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교류전원 완전상실

을 견디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 능력을 지원하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을 만족

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 다음 사항을 만

족해야 한다.

가. 정상 및 사고 상태에서 외부전원 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기의 다중성

나. 계통의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시 기기, 부계통 또는 배관을 격

리 할 수 있는 능력

다. 안전관련 냉각계통에 충분한 보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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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축수 저장시설은 액체 방사성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탱크와 계통에 관련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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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관련 

기기 및 장치의 가동 중시험 및 가동 중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설계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응축수 저장시설의 설계 허용은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

24조(전력공급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에 근거한다. 안전

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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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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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 계통에서 응축수 저장시설이 안전정지 또는 사고완화를 위한 물 공급의 최

적 수단일 경우 응축수 저장시설은 종합적인 시설설계가 다음 기준에 따르면 허용

된다.

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지진과 기타 

자연현상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지진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계통

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만일 계통의 어느 부분이 안전 관련이면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규제방침 C.1을 만족해야 하며 비안전관련 기

능에 관련되면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규제방침 C.2를 만족

하는 것에 근거하여 허용된다. 이는 사고를 완화, 예방하기 위한 냉각수원으로

서 응축수 저장시설이 사용되도록 설계된 발전소에 있어서 응축수 저장설비 

부분 또는 원자로를 정지,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계통과 

중첩된 부분은 자연현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요건의 만족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소외피폭을 예방하고 사고시 적절한 원자로의 냉각이 가

능할 것이다.

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공유 계통 및 기기의 능력에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응축수 저장

시설이 사고에 대응하도록 발전소를 지원하는 계통으로 설계된 발전소에서는 

노심으로부터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물 공급원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동 요

건의 만족은 다수호기 부지에서 어느 한 호기에 발생한 사고 또는 기기손상의 

영향이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호기로 전파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 교류전원 완전

상실을 견디거나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 능력을 지원하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

을 만족해야 한다. 허용기준은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지침에 근

거한다. 동 요건은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대응하는 발전소 지원계통에 포함되도

록 설계된 응축수 저장시설에 적용된다. 이러한 발전소에서 응축수 저장시설은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급수원을 제공하며, 응축수 저장시설의 용량 및 능력

은 교류전원 완전상실시 발전소에서 요구되는 붕괴열제거 요건을 만족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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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RG 1.155, “Station Blackout”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를 만족하기 위한 상세지침을 제공한다. 응축수 저장시설

에 규칙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은 교류전원 완전상실시 적절한 노심냉각을 보

증하기 위해 붕괴열 제거원의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

다.

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정상 및 사고 상태에서 외부전원 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기의 다중성

2) 계통의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필요시 기기, 부계통 또는 배관을 격리 

할 수 있는 능력

3) 안전관련 냉각계통에 충분한 보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마.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

관련 기기 및 장치의 가동 중 및 가동 중 가능하도록 마련된 설계규정과 관련

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응축수 저장시설이 노심의 냉각원을 제공하도

록 설계된 발전소에서 응축수 저장시설은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을 주기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계통의 

열화 또는 손상징후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으로서 동 요건의 만족은 응

축수 저장시설이 안전관련 기기를 냉각하거나 붕괴열을 제거하는 신뢰할 만한 

기능이 있음을 보장한다. 또한, 구조물의 건전성, 계통의 누설방지, 능동기기의 

운전성 및 성능, 정상운전, 원자로정지 및 사고 상태에서 전체계통의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응축수 저장시설

이 노심냉각수원을 제공하도록 발전소설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시험은 전

반적인 계통의 운전성, 계통 내 능동기기의 성능과 운전성을 포함한다. 동 요

건에 따라 응축수 저장시설이 성능 또는 계통압력경계의 저하를 감지하기 위

한 시험을 허용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붕괴열 제거와 안전관련 기기에 냉각을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기능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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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 응축수 저장시설은 액체 방사성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탱크와 계통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를 만족하여야 한다. 허용기준은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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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근거한다.

이는 2차 냉각재계통과 연결된 응축수 저장시설이 잠재적으로 방사성물질을 함유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동 요건의 만족은 운전원이나 공공에 방사선 피폭이 가

능한 한 적음을 보장한다.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

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를 수행하는 상세지침을 제공한다. 이 규제지침을 따르

는 것은 응축수 저장시설의 설계가 제어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임을 보장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심사 동안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과 

예비설계가 Ⅱ항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운영허가 심

사동안에는 본 절차는 초기의 설계기준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운영허가 심사에는 신청자가 준비한 운

영기술지침서의 내용과 의도가 계통의 최소성능 시험 및 감시에 대한 요건과 일치하

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는 I항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동 검토절차가 완료

되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응축수 저장시설은 발전소에 따라 안전관련 또는 비안전관련 시설로 설계된다. 이 시

설이 수행하는 안전기능은 원자로의 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때 적절한 양의 물을 공

급하는 것이다. 복수기 집수정과 기타 보조계통으로의 보충수 공급과 같은 응축수 저

장시설의 기능 고장이 동 계통들의 안전관련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다음 사항은 안전 관련인 경우 대표적인 응축수 저장시설에 대한 검토절차이다. 응

축수 저장시설의 설계가 특이한 경우 검토자는 다음의 검토절차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계통설계는 Ⅱ항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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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시설에 대한 설명, 계통도면이 다음과 같이 정상 및 비정상 

운전, 사고 상태에서 사용되는 응축수 저장시설의 기기를 기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가. 보조급수계통 및 기타 안전 관련계통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유량 요건과 

시설의 기능요건이 기술된다.

나. 기기의 운전열화(예를 들면 펌프의 누설) 한계가 기술되며, 기능열화 상태를 

감지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한 절차가 기술된다. 검토자는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 독립적인 계산을 통하여 시설이 능동기기의 손상에 대응할 수 있고 안전 

관련계통의 최소유량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2. 시설의 계통도면, 배치도면, 기기의 설명과 특성이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가.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이 올바르게 식별되고 비안전관련 부분으로

부터 격리가 가능하다. 계통 각 부분의 물리적인 구분을 명확히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도면을 검토한다. 계통도면이 격리방법을 나타내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격리밸브에 대한 최소 성능요건을 식별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

명을 검토한다.

나. 비내진부분으로부터 내진범주 I 부분을 구분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하여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은 품질등급 C, 내진범주 I이다.

다. 안전에 중요한 계통기기의 가동 중 및 기능시험을 위한 설계규정이 포함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시험 및 검사계획을 서술하고 있고 계통도면에서 이 계획

에 의해 요구되는 격리밸브 또는 펌프 주위의 시험 재순환루프가 나타나 있으

면 허용된다.

3. 검토자는 토네이도, 태풍, 홍수 등 자연적인 현상 및 외부전원상실, 또는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고시에 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통이 설계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학적 판단, 고장 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

과로서 시설을 평가한다.

가. 시설의 일부분, 또는 내진범주 I 이 아니며 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에 근접한 기

타계통, 또는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 관련부분을 지지하고 둘러싸거나 주변에 

위치한 비내진범주 I 인 구조물의 손상이 안전관련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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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특성, 일반배열 및 배치도면을 기술한 안전성분석보고서 2장과 구조물 및 

시설의 내진설계 등급표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기 조건의 만족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면 허용 가능하다.

나.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 관련부분은 홍수, 한랭조건, 태풍, 토네이도, 소내, 외 

비산물로부터 보호된다. 홍수방호와 비산물방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따

라 상세하게 검토 및 평가된다. 시설 및 구조물의 위치 및 설계는 방호의 정도

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시설이 태풍,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방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위치해 있거나 시설의 기기가 결빙, 홍수 및 비

산물의 영향을 이겨내는 개개의 구조물에 위치한다고 기술되면 허용 가능하다.

다. 응축수 저장시설은 응축수 저장탱크의 저수위를 고려하여 안전관련 펌프입구

에서 충분한 유효흡입수두를 제공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응축수 저장탱크

의 최소 수위와 펌프의 수력학적 평가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펌프의 유효흡

입수두에 대한 신청자의 결론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라. 응축수 저장탱크에는 수위가 안전 관련을 위해 최소의 응축수 보유량을 지시

하는 저수위 설정치에 도달할 때 탱크의 수위감지와 경보를 위한 계측기가 설

치된다.

마. 응축수 저장탱크 넘침 배관은 방사성폐기물계통에 연결된다. 옥외저장탱크에는 

탱크의 넘침 또는 손상 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방이나 집수조가 있다. 비 

안전관련저장시설에 대하여는 내진범주 I의 제방 또는 집수조의 필요성이 검토

된다.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고수위상태는 제어실과 현장에 경보를 발생시

킨다.

바. 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은 고에너지 배관 및 중에너지 배관 파단 또는 균열의 

영향으로부터 방호된다. 고-중에너지 배관이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 관련에 

인접하지 않는지 또는 고장의 영향에서 방호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치도

면을 검토한다. 그러한 방호를 제공하는 방법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3.6절에 

주어지며 이러한 정보를 검토하는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서 주어진

다.

사.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 관련기기 및 부계통(안전정지에 필요한 계통)의 기능

은 외부전원상실에 의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응축수 저장시설의 설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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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관점에서 만일 최소 계통요건이 소내전원 요건과 일치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아. 응축수 저장탱크는 필요할 경우 정상 비안전관련 수원에서 내진범주 I 수원으

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도록 설계된다.

자. 만일 안전정지 또는 사고완화를 위해 비안전관련 응축수 저장원에서 안전관련 

수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면 자동 전환장치가 안전관련 계통 또는 기기에 

대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차. 응축수 저장시설의 용량과 동 시설에서 이송되는 유량특성은 안전심사지침 제

8장에서 검토된 것과 같이 교류전원 완전상실에서 회복되고 견디는 것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방침 

C.3.2, C.3.3.2 및 C.3.5는 붕괴열제거를 위한 응축수 저장시설에 적용한다.

4. 응축수 저장시설의 안전관련 부분이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사고

발생시 요구되는 기능을 할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계

통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기의 기능수행 능력을 결정

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계통도면에서 이들 기기의 가용

성을 추적한다. 또한 검토자는 요구되는 시간 동안에 각 사고 상황에 대해 계통의 

유량요건이 만족되는 지를 확인한다. 각각의 경우에 최소 계통유량요건이 만족되

면 설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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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축수 저장시설에는 다른 계통과의 연결 또는 경계의 관점에서 시설과 관련된 모

든 기기 및 배관이 포함된다. 이 검토는 응축수 저장시설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기준의 

적합성이나 정상, 비정상, 사고 상황 동안 안전 관련에 충분한 물 공급요건의 적합성

을 결정하였다.

안전정지 또는 사고결과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응축수 저장시설의 부분은 내진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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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및 품질등급 C로 분류된다. 검토자는 응축수 저장시설의 설계가 허용가능하고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

장시설 등) 및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

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신청자는 지진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안전관련 부분의 관점에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만족하고 있다. 만일 어떤 부분이 안전 관련이

면 허용기준은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이며, 비안

전관련 부분이면 허용기준은 RG 1.29의 규제방침 C.2이다. 동 계통 일부의 고장 

또는 오기능이 안전정지, 사고방지 및 사고완화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련 계통 혹

은 기기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이를 안전 관련으로 고려한다.

2. 신청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관점에서 그러한 공유가 능동 또는 수동 고

장시 어느 한 발전소의 안전정지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제시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3. 신청자는 냉각수계통의 관점에서 충분한 다중성과 능력이 있어 외부전원 상실과 

함께 단일고장이 운전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과 또한 안전관련 냉각계통에 

충분한 보충수 공급능력과 계통의 성능저하가 없이 기기, 부계통, 배관을 격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

공급설비)와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교

류전원 완전상실동안 응축수 저장시설의 용량과 능력에 있어 교류전원 완전상실 

동안 요구유량과 용량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를 만족한다. 응축수 저장시설의 허용기준은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방침 C.3.2, C.3.3.2 및 C.3.5의 지침을 만족하

는 것에 근거한다.

4. 신청자는 액체방사성물질을 포함하는 격납건물 외곽에 설치된 탱크에 대해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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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만족한다. 허용기준은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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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의 규제방침 C.1.2를 만족되는 것에 근거한다.

5. 신청자는 안전관련 기기의 가동 중 검사의 관점에서 주기적인 검사를 위한 응축수  

저장계통의 접근성을 제시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는 주기적인 내압시험 

및 기능시험의 관점에서 구조적 건전성, 운전가능성, 능동기기의 성능, 계통전체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상기동, 정지절차 수행 중 또는 정상운전 중 사

고를 완화시키거나 안전정지를 위한 계통의 성능 저하 없이 최대의 용량에서 계통

을 운전하기 위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

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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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7.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검사에 관한 규정”

8.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시험에 관한 

규정”

9.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10. Regulatory Guide 1.59, “Design Basis Floods for Nuclear Power Plants”

11. Regulatory Guide 1.76, “Design Basis Tornado for Nuclear Power Plants”

12. Regulatory Guide 1.102, “Flood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13. Regulatory Guide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14. Regulatory Guide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stalled In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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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Regulatory Guide 1.155, “Station Blackout”

16.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17.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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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2.7절 냉방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전 냉방수계통은 모든 운전조건에서 안전성/비안전성 관련 공기조화기(HVAC)

및 지역 냉방기 냉각코일에 냉각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전 냉방수계통은 모든 발전소 운전조건하에서 안전성 관련 주제어실 공기조화기,

공학적 안전설비 고압 배전반 및 기기실 공기조화기, 보조급수실, 사용 후 연료실, 비

상노심냉각계통과 같은 각 안전성관련 지역 냉방기의 냉각코일에 약 42°F (6℃)의 냉

방수를 공급한다. 그리고 냉동기의 구성은 냉각기,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이코노마이

저(절전기) 등으로 구성된다.

발전소 사고결과의 완화 및 예방, 예상운전사고, 정상운전 동안 안전정지를 요구하

는 안전관련 설비에 냉각수를 공급하고, 일부는 비안전 관련설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비안전관련 냉방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특별 규제 대상으로 고려 

될 수 있다. 비안전관련 계통 규제는 NUREG-0800 SRP 19.3(“Regulatory Treatment of

Non-Safety Systems(RTNSS) for Passive Advanced Light Water Reactors”)에 따라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결정하기 위하여 RTNSS 기준을 사용한다. 심사의 상세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안전 및 위험 중요도 분류 검토

2. 냉방수계통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41조(시

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44조(신뢰성) 요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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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된 모든 운전조건에서 안전관련 비상노심냉각계통(ECCS) 기기, 공기조화기

(HVAC) 및 원자로 보조기기에 적절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냉방수계통 공급

능력을 확인한다.

4. 부적절한 운전(수격현상) 및 환경적 발생 사건에  견딜 수 있는 기능적 성능요건

과 정상운전에 대한 운전 요건 그리고 기타 예상 사건 발생 동안 및 이후의 운전 

요건을 확인한다.

5.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계통 설계가 요구되면 계통에 부과된 다중 성능 기능과  

비상노심냉각 및 안전정지의 계통 지원에 대한 각 기능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6. 계통 누설을 고려하여 서지 탱크가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7. 모든 운전조건 동안 적절한 냉각수를 제공하기 위한 계통의 능력을 확인한다.

8. 계통 크기가 적절한 설계 열전달능력과 설계마진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9. 비내진 범주Ⅰ 기기 고장이 내진범주 I 계통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10. 계통의 가동중검사 및 가동중시험에 대한 요건을 확인한다.

11. 다중설비 작동요건, 누설 및 오작동 기기의 격리를 포함한, 설계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 및 제어기능을 확인한다.

12. 고장수목과 사건수목 기술을 이용한 간단한 신뢰성 평가를 확인한다.

13. 시설 및 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준비, 방사성폐기물 발생 그리고 최종 

해체 준비가 용이한지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1.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3.9.6에 따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 적합성

을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9.2.2에 따라 기기냉각수에 의해 냉각되는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열전달 능력을 감시하기 위한 시험프로그램을 검토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9.5.1에 따라 화재방호운영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라. 안전심사지침 5.4.7에 따라 운전에 요구되는 계측기 및 모든 필수계통 제어,

검사, 설치, 설계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마. 안전심사지침 14.2에 따라 발전소 초기시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바. 안전심사지침 16.0에 따라 기술지침서의 적합성을 심사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 3.2.2에 따라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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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 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 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

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3.5.1.1에 따라 내부에서 발생한 비산물 보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3.6.1에 따라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 파열을 검토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3.9.1, 3.9.3에 따라 기기, 배관, 구조물이 코드 및 표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 심사한다.

라. 안전심사지침 5.4.7에 따라 계통 기기가 가동중검사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마. 안전심사지침 9.4에 따라 환기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4.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7.1, 3.7.4,

3.8.4, 3.8.5에 따라 주계통 및 보조계통이 설치된 내진범주Ⅰ구조물이 안전정지지

진, 홍수, 토네이도 등의 자연현상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수립한 설

계 분석, 설계 절차 및 기준들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5.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에 따라 홍수예방에 대한 능력을 검

토한다.

6. 안전해석분야 담담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 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

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5.4.7, 6.3, 15.0에 따라 예상된 운전사고, 사고조건 및 정상운전 

동안 요구되는 비상노심냉각계통(ECCS), 원자로냉각재계통(RCS)의 공학적 

안전설비 기기들을 검토하고 사고 시 안전관련 기기들에 대한 냉각부하 

기능요건과  최소시간 주기를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6.2.4에 따라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액체계통의 차단을 검토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19.1에 따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검토한다.

7. 계측제어 및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 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8.1에 따라 운전에 요구된 필수 전기 기기의 시험, 검사, 설치,

설계의 적합성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8.4에 따라 발전소 정전사고(SBO) 요건을 종합 검토한다.

8. 방사선방호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3-4에 따라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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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사항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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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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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구

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는 2 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 다음을 확인한

다.

가.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하에서 안전관련 기기에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의 

열 부하를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나.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단일 능동기기의 고장을 가정하여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기 다중성을 확인한다.

다. 계통의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기기, 계통 또는 배관을 

격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라. 냉방수계통 단일고장 결과로 연료 손상 또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없어야 

하고, 단일고장의 원인은 운전자 실수, 밸브 오작동 그리고 냉각펌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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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국한하지 않는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성 

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가동중검사, 가동중시험이 주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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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추가적으로 비안전 냉방수계통 허용기준은 SRP 9.2.7 Table Ⅱ.1에 따른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심사 상세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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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및 규격에 대한 허용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8(품질보증프로그램)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기기는 설계, 제작, 건설, 시험이 적합하게 기록되어

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를 만

족시키기 위해서는 냉방수계통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

실 없이 자연현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현상 방호에 대한 허용기

준은 RG 1.29의 규제방침 C.1(안전관련) 및 C.2(비안전관련)를 만족시켜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에 

기술된 환경 및 동적영향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심사지침 3.5.1.1,

3,5.1.4, 3.5.2, 3.6.1과 Generic Letter(이하 “GL”) 96-06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적

으로 GL 96-06, Supplement 1에 적합하게 기술된 설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시키

기 위해서는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유로 인하여 다른 호기의 순차적

인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감소시키지 않음을 입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 사이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를 금지한다. 냉방

수계통은 다른 호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비고장이나 기타 사건에 관계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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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 각 호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될 필요

가 있다. 동 기준의 준수는 다수호기 부지에서 발생한 한 호기의 설비고장이나 

기타 사고의 수용 불가능한 효과가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호기에 전파되지 않도

록 보장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에 따라, 냉각수

계통 또는 계통 기기들은 BTP 3-3에 정의된 중에너지 배관 파열 또는 단일 능동

기기 고장을 가정하여 요구된 안전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허용가

능하다. 추가적으로 RG 1.153에서 승인한 IEEE Standard 603 및 RG 1.155

C.3.3.4 등의 요건을 적합하게 기술된다면 허용가능하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냉각수 계통은 계통의 건전성 및 능력을 보증하기 위하여, 열교환기 및 배관과 

같은 주요 기기에 대하여 주기적 검사가 가능하면 허용가능하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따라,

냉각수계통 누설 건전성 및 운전가능성이 주기적으로 시험될 수 있다면 허용된

다. 계통 운전가능성은 안전성분석보고서(SAR) 16장에 상세 기술사항이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8. 오염 최소 및 최종 해체를 용이하게 하는 설계, 환경과 시설에 최소오염에 관한 

10 CFR 20.1406의 요건을 만족하면 허용된다. 타 계통으로부터 유입되는 누설을 

감시할 수 있고, 수처리계통과 같이 계통이 낮은 지점, 잠재적으로 오염수가 모이

는 지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계통의 방사선물질을 장기간 통재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설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Ⅲ 검토 절차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정한다. 이러한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허용기준(KINS 규제기준 포함)에 근거한다. 이러한 허

용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경우, 검토자는 제안된 대체방안이 II.항에 기술된 관련 규제요

건을 준수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신청자의 평가를 검토해

야 한다.

냉방수계통 심사의 주 목적중 하나는 안전기능을 결정하는 것으로 어떤 냉각수

계통은 전체적으로 안전 관련으로 설계되며, 다른 계통은 일부만 안전 관련으로 

설계되고, 안전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다른 계통은 비안전으로 분류된다.. 냉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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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은 안전 범주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원자로 정지상태, 또는 사고의 완

화 및 예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가를 평가한다. 본 계통의 모든 설계 안전

기능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방법은 설계자 및 발전소에 따라 다르다.

다양한 설계를 고려하여, 본 절차는 전부 안전관련 계통으로 설계된 일반적인 냉방

수계통에(필수 냉방수계통) 대한 절차이며 다양한 설계 심사는 본 심사지침 Ⅱ 허용기

준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관련 냉방수계통 심사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적으로 비

안전관련 냉방수계통의 검토는 NUREG-0800 9.2.7 Table Ⅲ.1를 확인한다.

1. 신청자가 현재 NUREG-0933 버전에서 확인된 미해결 안전현안 및 일반적 안전현

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운전경험 등이 발전소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또한 10CFR50.34(F)에서 제시된 TMI 요구사항인 기술적 관

련 부분의 준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검토한다.

2. 설계 기반, 설계기준, 계통 설명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정보를 검토한다. 검토는 

발전소 정상운전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유량 및 열전달 등을 확인한다. P&ID

는 필수냉방수가 공급되는 기기, 환기계통 또는 보조설비들을 보여 준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계통 성능 요건을 검토한다. 검토는 허용 가능한 기

기 운전성 저하(예 펌프 누설) 및 운전성 저하가 초과 되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조치하기 위한 절차가 서술되었는지 확인한다.

4. 검토자는 이전 허가된 계통 등을 기반으로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이용

하여 능동 기기 상실에도 계통이 견딜 수 있는지 결정하고, 계통이 고장모드 최

소 요구조건들을(냉각 부하, 유량 등)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계통 P&ID, Layout

도면, 기기 설명 및 특성을 검토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냉방수계통은 안전관련 부분과 비안전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격리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P&ID는 안전/비안전 부분이 물리적으로 구분이 명확히 표시되

고, 요구된 분류 변경사항이 표시되었는지 검토한다. 계통 도면을 통해 격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격리밸브의 최소 성능에 대한 안전성분

석보고서(SAR) 설명서를 검토한다. 도면과 설명서를 통해 자동 작동 격리밸브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예상운전 사고 및 사고 시 적절한 격리에 의

해 적어도 하나의 안전관련 계열이 운전될 수 있도록 다중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필수 및 비필수 부분을 구분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한 냉방수계통 필수부분은 

품질그룹 C, 내진범주 Ⅰ으로 설계된다. 계통 설계근거 및 기준과 기기 분류

표는 필수 계통부분의 배관, 밸브, 펌프, 열교환기가 해당 설계기준에 따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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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주 Ⅰ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한다.

다. 본 계통은 요구되는 보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냉방수계통의 

서지탱크는 7일 동안 계통으로부터 예상되는 누설을 보충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

량을 가지는지 검토한다. 또는 서지탱크 저수위 시 안전관련 내진범주 Ⅰ 자동 

보충원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서지탱크와 배관은 주계통과 분리된 계통 중 

하나에 보충수를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다중 서지탱크(각 헤더에 하나에 

탱크) 또는 분할된 서지탱크 설계는 주 배관 파손 시 서지탱크의 전체 용수가 손

실되지 않아야 한다. 7일 동안 서지탱크 누설은 냉방수계통 밸브 시트 누설, 냉

방수펌프 씰 누설, 기기 가스켓, 그리고 일반적인 밸브 패킹누설 가능성을 포함

하여야 한다. 장기간 서지탱크 수동 보충은 7일 이후에도 비내진 범주Ⅰ등급의 

원수를 이용하여 30일 동안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안전관련 내진범주Ⅰ등급의 

계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서지탱크는 전체적인 계통의 누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측기가 설계되어야 한다. 서지탱크는 정상 계통과 비정상 누설에 의한 수축 및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 설계된다.

라. 냉방수계통은 적절한 설계 마진(열교환기 튜브 플러깅, 파울링 등을 고려)을 

갖고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 동안 계통 열부하를 

제거하도록 설계된다. 비교분석은 유사한 이전에 허용된 설계를 이용하여 열

제거능력, 최대온도, 열 부하, 계통유량을 비교한다. 개별 분석은 계통 성능 

특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마.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기기는 적절한 가동중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

야 한다. 가동중 검사 및 시험 계획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고,

계통도면은 가동중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펌프 또는 격리밸브 등을 보여 주

여야 한다.

바. 계통의 필수부분은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 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

어야 한다. 계통 설명 및 배치 도면 검토는 고에너지 배관 및 중에너지 배관

이 필수 냉방수계통에 근접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배관 파손의 영향으

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사. 필수 기기와 부계통은(안전정지에 필요한 계통) 계측기 공기계통 상실 및 외

부전원상실(LOOP)에도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설계는 안

전심사지침에 언급된 계통 최소요건을 충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계통유량,

열전달 능력, 계측기 공기계통 상실 및 외부전원상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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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계통 기기 및 서브계통이 최소 규제요건을 초과하는지 검토한다. 고장모

드 및 영향분석 결과는 계통이 규제 요건에 적합한지 고려되며, 계통의 기능

적 신뢰성을 확인한다.

5. 검토자는 계통 설계정보 및 도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가. 기기 및 계통 누설을 탐지하기 위해 누설감시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기

준을 수행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은 계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적절한 

능력 및 경보(보조전원 포함)를 갖춘 Sump 또는 Drain이 있어야 한다.

나. 계통의 헤더 및 기기는 계통 누설 조절, 계통 기능을 보장하고 계통 정비를 

허용하기 위하여 개별 격리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판형열교환기를 사용하기 위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판형열교환기는 판의 

간극이 좁기(일반적 3㎜ 이하) 때문에 계통의 유형에 따라 화학적 제어 및 

계통 필터/스트레이너를 요구할 수 있다. 판형열교환기 설계에 사용되는 가

스켓 수가 많기 때문에 계통누설과 방사학적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 냉방수계통에 공기 및 가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설계가 고려되고 설비가 설

치되어야 한다. 냉방수계통에 공기 및 가스의 포함은 극도로 나쁜 영향을 계

통에 주며, 냉방수계통 펌프가 작동되지 않아,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 안전관련 냉방기는 열전달을 위해 다중화 및 신뢰성을 제공하도록 배열되고 

선택된다. 주요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기냉각 냉방기는 외부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2) 냉방기(복수기, 증발기, 압축기)는 충분한 설계마진이 있어야 한다.

3) 정상 및 비정상 조건 동안 대기 냉방기의 자동기동을 고려한 냉방기 보호 

정지(예 동결방지), 냉방기 판넬 경보, 회수 냉방수 온도제어와 같은 제어기 

및 계측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냉매 방출로 인하여 기계 기기실내에 산소 전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냉매들은 냉매 누설 감시계통이 요구될 수 있다.

5) 복수기 냉매의 과냉각을 검토한다.

6) 비응축 가스 제거를 위해 냉매 퍼지 장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냉매 퍼

지 장치는 비안전관련 경계에 있는 안전관련 설비일 수도 있다.

바. 냉방수계통 펌프는 정상 또는 사고 조건에서 유효흡입수두(NPSHa) 및 필요

흡입수두(NPSHr)를 적합하게 평가하고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잠재적 냉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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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펌프 와류 조건도 평가되어야 한다.

6. 검토자는 홍수, 쓰나미,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 등과 같은 계통운전에 불리한 

환경적 사항에서도 계통에 고유 기능이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 고장모드 영향 및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계통을 평가하고 

아래 사항을 결정한다.

가. 냉방수계통 안전관련 기기 등과 가까이 있는 계통 및 비안전관련 기기 등이 

냉방수계통의 필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검토자는 고장 시 격리 능

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내진범주 기기 또는 배관을 확인한다.

나. 필수냉수계통은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 내부/외부적으로 발생된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 및 비산물 보호 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 

3장에서 상세히 평가된다. 검토자는 본 심사지침의 절차에 따라 안전성분석보

고서에 제시된 평가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계통 기기들이 홍수 및 비산물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각각의 공간에 있는지 확인한다. 계통, 구조, 펌프 격

실 위치 및 설계가 홍수 및 비산물 등의 영향을 적합하게 예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7. 검토자는 계통의 필수부분이 단일고장을 동반하는 설계기준사고에서도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명 정보, P&ID, CWS 도면,

고장모드 및 영향 분석결과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계통도면에 기기의 유효성 추

적 및 필요한 기기 기능의 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정보를 평

가한다. 그리고 계통 최소유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 정보를 검토

하고, 각 사고 상태에서 요구된 시간동안 열전달 요구사항이 만족되는지 확인한

다. 각각의 경우 대해 최소한의 계통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8. 검토자는 수격현상(Water hammer) 가능성이 고려되었고, 수격현상 예방 및 방지

(배기구, 완전충수 등)를 위한 수단과 운전 절차가 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

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수격현상 방지 및 완화 지침은 NUREG-0927에 있

다.

9. 설계기준사고 상태 동안 격납건물 건전성 및 냉방수계통 기기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검토자는 냉방수계통 설계가 GL 96-06과 GL 96-06

Supplement 1.과 일치하는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수격현상과 같은 유체역학적 영향을 견디고, 계통 설계 및 운전 요건들을 만

족하는지 격납건물 공기냉각기에 공급되는 냉방수계통의 능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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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기준사고 시나리오 및 2상 유동 조건에서도 열제거 가정을 충족하기 위

한 격납건물 공기냉각기에 공급되는 냉방수계통의 능력을 확인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며, 검토 및 검증계산 결과(적

용 가능한 경우)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심사보고서에 기술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냉방수계통은 펌프, 열교환기, 냉동기, 밸브 및 배관, 팽창탱크, 보충배관, 다른 계

통과 연결지점 또는 경계를 포함한다. 안전정지와 사고예방 또는 완화에 필요한 냉방

수계통 부분은 내진범주 Ⅰ 및 품질그룹 C의 요건에 맞게 설계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설계기준을 검토한 후, 안전관련 비상냉각수계통 냉각수 요건에 

대한 CWS 안전등급 분류, HVAC, 발전소 모든 운전조건에 대한 원자로 보조기기 등

을 검토한다. 냉방수계통 설계는 허용 가능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12조, 13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 제41조를 만족하는지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

은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고려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안전성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품질표준

에 맞게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인정된 규격 및 표준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규격 및 표준의 적용성, 타당성 및 만족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와 

규명이 있어야 하며,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

하여 필요에 따라서 규격 및 표준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에 대한 기록은 발전사업자에 의해 

발전소 수명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2. 신청자는 지진, 토네이도, 태풍, 홍수 및 지진해일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도 안전

기능 수행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진의 경우,

안전관련 부분은 RG 1.29, C.1, 비안전관련 부분은 RG 1.29, C.2를 만족시키는 것

에 근거를 둔다.

3. 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발전소 정상운전 및 사고 조건 시 동적 영향(비

산물, 배관 휩, 유체 유출 등의 영향 포함)과 부수적인 힘(워터해머 등)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수격현상 영향의 허용기준은 아래사항을 근거로 한다.



제9.2.7절     개정 0 - 2018. 12- 13 -

가. 액체로 채워진 계통에 높은 분분에 설비 및 배관을 배기시키기 위한 배기구

(vent)가 제공되어야 하고, 배기구는 용이하게 작동되고 주기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나. 계통 설계에 펌프 정지 후 또는 대기 동안 펌프 및 배관에 기포가 발생할 경

우, 수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를 시동할 때 계통을 느리게 충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부주의한 수격현상 발생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수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라. 냉방수계통 가동전시험은 다양한 계통 배열 또는 계열 운행/정지 동안 수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4. 신청자는 한 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호기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

을 포함한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냉방수계통의 능력이 공유로 인하여 현저하

게 손상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5. 신청자는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최종 열

제거원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계통을 갖추어 냉각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냉방수계통이 정

상운전 및 소외전원상실과 단일고장을 가정한 사고조건하에서도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열부하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계통의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통 일

부가 격리될 수 있는지 입증한다. 본 설계는 정상 및 사고조건 동안 열교환기 열

제거 성능과 관련하여 적당한 마진이 있는지 평가하여야(펌프 압력, 계통 유량)

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냉방수펌프 필요흡입수두(NPSHr)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입증하고, 정상

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유효흡입수두(NPSHa)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상 및 사고조

건하에서 냉방수계통 펌프 유효흡입수두(NPSHa)와 필요흡입수두(NPSHr)가 적합

하게 설계되었는지 신청자는 입증해야 한다. 잠재적인 냉방수펌프 와류

(Vortexing) 조건도 평가되어야 한다.

6. 신청자는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중 검사는 냉방수계통 검사와 관련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 신청자는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중 시험은 냉방수계통 시험과 관련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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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 신청자는 시설 및 환경으로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최종 해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 6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력안전법 제22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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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설비의 공유”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열제거설비”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 6 “용이한 해체를 위한 조치”

8. NUREG-0800. 9.2.7 Chilled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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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3.1절 압축공기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압축공기계통 중 계기용 공기계통은 안전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 및 

기기 운전에 요구되는 압축공기를 제공하는 안전기능을 갖고 있으며, 압축공기가 사용

되는 계통이나 기기들은 다양한 종류의 부하와 이에 상응하는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

므로 압축공기가 공급되는 계통 및 기기들 간의 상호 영향에 의해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압축공기계통을 심사하는 목적

은 압축공기계통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계기용 공기계통이 적정한 공기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정상운전이나 과도, 고장 또는 비상조건 등에서 압축공기 공급계통의 부주

의한 작동, 배관의 파단, 직류전원의 상실, 기기의 오작동과 같은 가상사건으로 공기압

력이 완전 또는 급격하게 상실되거나, 이로 인한 분배계통의 일부나 전체에 걸쳐 부분

적 또는 점진적 공기압력의 상실, 그리고 기기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한 압력 상승 

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서 동 계통의 운전성이 확보되고, 계통설계시 고려된 고

유 안전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이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소내용기기와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기기에 압축된 공

기를 공급하는 압축공기계통을 검토한다. 압축공기계통은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기

기와 계통에 제어용 공기를 공급하는 계측 및 제어용 공기계통(이하 “계기용 공기계통 

”이라 함)과 비안전관련 작업용기기(예 : 기압장치, 세정장치 등)의 운전을 위해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작업용 공기계통(이하 “작업용 공기계통”이라 함)과 같이 2개 

계통이나 보조계통으로 구성된다. 이 두 계통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면, 검토영역은 

계기용 공기계통을 포함해서 2개 계통사이의 모든 연결부분의 먼 최외곽 격리밸브까

지가 되고, 작업용 공기계통에서 계기용 공기계통으로 공급되어지는 압축공기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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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대한 평가사항도 포함한다. 만일 두 계통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검토영역

은 계기용 공기계통으로 제한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 중에 관한 규정”과 일반설계기준 1, 2, 5 요건의 적합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에서 기술된 압축공기계통 분야를 검토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

부서는 10 CFR 50.63(교류전원 상실사고) 요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하기 위하여 압축공

기계통의 다음 사항을 검토하며 다른 분야 검토자의 의견을 종합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이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계

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으로 부터 격리가 가능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기용 공기계통

을 검토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비안전관련 부분 또는 비내진범주 I인 장치나 기기의 고

장영향이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기용 공기계통을 검토한다.

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계기용 공기계통에 의해 공급되는 안전관련 또는 비안전

관련 공기구동장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을 검토하며, 또한 안전관련 기능수행

을 위한 각 장치에 공기 공급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을 검토한다.

4.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기기의 고장 또는 압축공기원의 상실로 인하여 안전관련 

계통, 부계통 또는 장치가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음을 확

인하기 위하여 계통을 검토한다.

5.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계기용 압축공기계통의 설계를 다음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가. 기기의 오동작시 계통의 일부 또는 기기를 격리시키는 능력

나. 계통이 정확한 형태(예 : 밸브위치지시, 압력)로 운전 중임을 결정하고 확인하

기 위한 계측제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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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악화된 환경조건, 교류전원 완전상실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운전조건, 또는 소

외전원상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나 주증기배관 파단과 

같은 사고조건에서 계통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러한 사고조건에서 

고려되는 기간은 사고조건의 개시시점부터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기능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때까지의 시간임).

라. 깨끗하고 건조하며 유분이 함유되지 않은 계기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계통

(계기용 공기계통에 대한 후비공급능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연결계통을 포함) 능

력

마. 계기용 공기계통의 기기에 공급되는 공기의 품질을 주기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설비

바.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압력, 누설 및 기능시험을 

위한 설비

사. 기기가 보수 또는 수리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계기용 공기계통의 기능수행을 

위한 적절한 재고량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설비

아. 계기용 공기계통의 방사성물질 오염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경

우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계통으로부터 계기용 공기계통으로의 누설탐지와 환

경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자. 공기 축압기나 질소축압기, 또는 1차 및 2차 계통의 동력구동 방출밸브에 사용

되는 질소계통으로부터의 공기 품질과 과압방지

차. 동력구동 방출밸브를 위하여 사용되는 축압기에 대한 주기적인 압력 및 누설 

시험을 위한 설비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압축공기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따라 수행한다. 동력구동방출밸브에 사용되는 공기 축압기 

또는 질소축압기의 용량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2절에 따라 수행

한다. 교류전원 완전상실(SBO)시에 대한 압축공기계통의 용량과 능력에 대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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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3.1절에 따라 수행한다. 화재방호계통과 가동전 시험계

획 및 시운전 시험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과 안전심사지

침 14.2절에 따라 수행한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장에 따라 수행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2.1절 및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내진범주 I 기기의 내진검증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

절에 따라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토네이도 비산물 등과 같은 

자연현상 효과를 견디기 위하여 계통을 지지하는 내진범주 I인 구조물의 능력

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라.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따라 홍수방호에 대해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기기의 방호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에 따라 수행한다.

마. 환경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수행한다.

4.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 중요

건이 계통 기기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조건에 대한 건설재

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5. 계측제어분야 및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각각 안전심사지침 7.7절 및 8.1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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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모든 필수 전기기기, 계통제어 및 계측기에 대한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6.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교류전원 

완전상실(SBO)에 대한 고려사항의 적합성 검토를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수행

한다.

7.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상당하는 별도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압축공기계통 설계는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 요건에 관한 기준”

등에 규정된 규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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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 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원자

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 중에 관한 규정”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수행되어야 하는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되어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 안전에 

중요한 압축공기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 상실 없이 지진

을 포함한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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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일반설계기준 5를 만족하여야 한다.

4. 10 CFR 50.63(교류전원 완전상실) : 교류전원 완전상실로부터 회복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발전소 능력에 대하여서는 10 CFR 50.63(교류전원 완전상실) 요

건을 만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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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

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

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에 따라 설

계, 제작, 설치되어 시험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서는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

시”,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 중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을 합

리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계기용 공기품질이 ANSI/ISA-S7.3-

R1981 (Quality Standard for instrument air)에 명시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허

용 가능하다.

2. 안전에 중요한 압축공기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 상실 

없이 지진을 포함한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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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압축공기계통의 내진설계등급 분류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에서 

부지안전정지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시설특성과 

허용된 확인방법으로 부지안전정지지진이 발생하여도 수행능력이 지속되도록 설계

되어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내진분류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RG

1.29의 규제입장 C.1에서는 계기용 공기계통은 지진발생 동안에 계속적으로 기능

을 유지하여 안전관련 기기의 작동과 제어를 위해 필요한 압축공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구조물, 계통, 기기의 기초나 지지물을 포함하여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계통은 내진분류 1등급으로 분류되고 부지안전정지지진에도 견디고 기능

이 지속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RG 1.29의 규제입장 C.2에서는 

동 RG의 규제입장 C.1과 지속적인 기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어떤 내진분류 I 발

전소설비의 기능이 허용할 수 없는 안전수준으로 감소되거나 주제어실 거주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손상을 일으키는 구조물, 계통, 기기들은 부지안전정

지지진에서도 그러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를 합리적으로 만족하

는 수준으로서 내진등급분류와 관련하여 RG 1.29의 규제입장 C.1 및 C. 2를 만족

하면 허용 가능하다.

3.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에 관하여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수호기 부지에서 압

축공기계통(계기용 공기계통)은 정상운전, 과도 및 사고기간 동안 안전기능을 수행

하는 기기의 작동과 제어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공급하므로 이 계통을 공유함으로

서 어느 호기에서 발생한 계통기기의 고장이나 사고에 관계없이 각 호기를 위한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과 기기의 능력을 위해롭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따라서 다수호기의 부지에서 압축공기계통이 어느 호기의 사고나 고장으로 인

해 각 호기의 순차적 정지와 냉각을 포함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에 손상을 

끼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설비의 공유에 관하여 동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허

용 가능하다.

4. 10 CFR 50.63(교류전원 완전상실) : 교류전원 완전상실로부터 회복까지의 특정 기

간 동안 견딜 수 있는 발전소 능력에 대하여서는 10CFR50.63(교류전원 완전상실)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0CFR 50.63(교류전원 완전상실)에서는 허가된 가압경수



제9.3.1절     개정 5 – 2015.12- 8 -

로형 원자력발전소 각 호기별로 교류전원 완전상실로부터 회복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견딜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압축공기계통은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따른 

노심냉각과 붕괴열 제거,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작동시키

거나 제어하는데 압축공기를 공급할 것이므로 RG 1.155에서는 10CFR50.63(교류전

원 완전 상실)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허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RG 1.155의 규제입장 3.2.2는 교류전원 완전 상실에 대처할 수 있는 발전소의 능

력을 결정할 때 압축공기의 용량을 포함하여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따른 노심냉각

과 붕괴열 제거에 필요한 모든 계통과 기기의 능력이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RG 1.155의 규제입장 3.3.3은 압축공기의 용량이 교류전원 완전 상실에 충분

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후비 압축공기 공급원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준

다. RG 1.155의 규제입장 3.5는 10CFR50 Appendix B(품질보증 요건)이 반영되지 

못한 비안전성관련 기기에 대해 10CFR50.63요건을 따르기 위한 제원과 품질보증 

지침을 제공한다. 교류전원 완전 상실로부터 견디어내고 대응하며 회복하는 능력

에 대한 10CFR50.63과 RG 1.155의 규제입장들은 소외 및 소내 비상교류전원계통

의 동시 상실 시에 허용될 수 없는 소외사고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방호능력

을 제공한다. 따라서 교류전원 완전상실로부터 회복하고 특정한 기간 동안에 발전

소가 이를 견디도록 압축공기계통 설계와 발전소의 능력이 10CFR50.63(교류전원 

완전상실)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

III. 검토절차

다음에 기술하는 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하며, 허용기준과 차이점

에 대하여서 검토자는 신청자의 의도된 대체방법의 평가내용이 해당 규제요건의 II항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아래의 절차는 건설허가심사중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및 근거와 

예비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항 허용기준에 나타난 권고사항이나 요건을 만족하는지

를 결정한다. 운영허가심사인 경우 본 절차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제9.3.1절     개정 5 – 2015.12- 9 -

운영허가와 설계인증 심사절차에서는 신청자가 기술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이 계통

시험, 최소성능 및 감시에 대한 요건과 일치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발전소별로 다양한 압축공기계통의 설계가 제공되기 때문에 계통요건도 변동이 된

다. 본 안전심사지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압축공기계통은 두 개의 독립계통인 발전소 

작업용 공기계통과 계기용 공기계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계통설명에 있는 정보로 부터 작업용 공기계통이 계기용 공기

의 후비공급원으로서 계기용 공기계통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두 계통이 상

호 연결되어 있다면 검토범위는 계기용 공기계통에서부터 두 계통 사이의 모든 상호

연결부에 있는 최외곽 격리밸브까지 연장된다. 직렬 연결된 두 개의 자동동작 격리밸

브가 계기용 공기계통으로부터 작업용 공기계통을 분리시키고, 이 격리밸브들이 등급 

C, 내진범주 I등급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면과 계통 설명서가 검토된다. 작업용 공

기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공기의 품질이 ANSI/ISA-S7.3-R1981의 공기 품질요건을 만

족시키는지를 검토한다. 계통이 연결되지 않다면 검토는 계기용 공기계통으로 제한된

다.

1.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설명, 계통도면, 배치도면, 기기설명 및 특성

을 검토한다.

가.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비안전관련 부분과 확실히 구별되고 격리 

가능하다. 각 부분 사이의 물리적 구분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도면을 검토한다. 또한 계통도면은 격리를 하기 위한 수단을 보여주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며, 계통설명은 격리밸브의 최소성능요건을 확인하

기 위하여 검토된다. 대표적인 계통의 경우에 있어서 직렬 연결된 두 개의 자

동동작 격리밸브가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으로부터 비 안전관련 부분을 분리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면과 설명이 검토된다.

나. 안전관련 부분과 비안전관련 부분을 분리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하여 계기용 공

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품질등급 C, 내진범주 I등급으로 분류된다. 계통성능

분야 담당부서는 이러한 등급분류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계통도면에 설계등급

의 변동부분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 및 기기 설명을 검토한

다.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와 내진 및 품질등급은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 기술



제9.3.1절     개정 5 – 2015.12- 10 -

된 바와 같이 검토연계분야에서 검토를 수행한다.

다. 위에서 기술된 발전소 서비스공기계통 뿐만 아니라 계기용 공기계통에 보충 질

소나 압축공기를 제공하도록 설계되는 공기 축압기나 질소축압기, 그리고 질소

계통을 포함하는 상호연결계통을 확인한다.

라. 공기 축압기나 질소축압기가 압축공기 공급 또는 후비 공기공급원으로 제공되

는 경우에는 계통 및 기기(예를 들면, 안전방출밸브, 솔레노이드 구동자 등)에 

대한 잠재된 과압의 영향이 검토된다.

2. ANSI/ISA-S7.3-R1981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기용 공기계통에 

연결되었거나 공기 축압기 또는 질소축압기, 질소가스계통과 같은 후비 계통들, 또

는 후비 계기용 공기계통으로 설계된 다른 공기계통들을 포함한 계기용 공기계통

이 검토된다.

가. 외부설치물(계기용 공기계통의 일부가 외부대기에 노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배관압력에서의 노점은 발전소부지에서 기록된 최저 주위온도보다 적어도 10℃
(18℉) 낮아야 한다. 내부설치물(전체 계기용 공기계통이 건물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배관압력에서의 노점은 계기용 공기계통이 연중 노출되는 최

저온도 보다 적어도 10℃(18℉) 낮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부설치물에 대

한 배관압력에서의 노점이 2℃(약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계기용 공기흐름에서의 입자 최대크기는 3μm이어야 한다.

다. 비응축성 기체를 제외한 최대 오일 또는 탄화수소 총 함유량은 가능한 한 중량

비(w/w) 또는 체적비(v/v)가 0에 가까워야 하며 정상운전조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1ppm의 중량비 또는 체적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계기용 공기에는 계기용 공기흐름에 혼입될 수 있는 부식성 오염물질, 유해가

스,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이 없어야 한다.

마. 계기용 공기가 높은 질의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주기

점검을 하여야 한다.

비오일 윤활(건조)압축기와 입⋅출구 필터를 갖는 자동분자망 공기건조기로 구성되

는 계기용 공기계통은 허용 가능하다.

3. 검토자는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의 고장, 또는 내진범주 I 기준에 따라 설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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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 근방에 위치해 있는 기타계통의 고장,

또는 계기용 공기계통을 둘러싸고 지지하며 계기용 공기계통에 근접해 있는 비내

진범주 I인 구조물의 고장이 계기용 공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의 운전을 저해하지 

않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의 고장형태 및 결과로 초래되는 영향을 평가한다.

상기조건이 만족되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은 허용 가능하다.

4. 검토자는 적절한 계기용 공기계통의 공기 공급원이 다음의 사고에 대처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기용 공기계통을 평가한다.

가. 소외전원상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성능요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비상전원을 포함

하여 단일능동기기의 동시 고장을 가정한 계통설계는 허용 가능하다. 계통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계통기능 신뢰성에 대

한 허용 가능한 검증방법이다. 또한 검토자는 소외전원상실로 인한 공기공급의

상실로 영향을 받는 기기가 고장시 안전위치에 있는지를 결정한다.

나. 교류전원 완전상실

교류전원 완전상실은 RG 1.155의 지침과 안전심사지침 8.4절을 이용하여 검토

된다. 계기용 공기계통의 능력과 용량이 교류전원 완전상실을 특정기간 동안 

견디거나 대처하며 교류전원 완전상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 능력이 충

분한 경우에 계통은 허용 가능하다. 계기용 공기계통의 능력과 용량이 불충분

한 경우에 대한 추가 지침인 RG 1.155, 규제입장 3.3.3과 3.5를 따라야 한다.

5. 검토자는 압축공기계통의 연속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능수행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보수, 주기시험 및 점검 계획이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설계기준사고,

소외전원상실 또는 교류전원 완전상실시 의도된 기능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구

조적 건전성, 밀봉능력, 능동기기의 운전성 및 성능, 그리고 계통 능력을 보장하도

록 계기용 공기계통에 대한 적절한 주기적인 압력, 누설, 공기 질 및 기능 시험을 

허용하는 설비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도 확인한다.

6. 압축공기계통의 계기용 공기계통 부분이 단일능동고장을 동시에 가정한 설계기준

사고 후에도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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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계통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자료를 평가하며, 계통도

면에 있는 이들 기기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최소 압축공기유량이 요구되는 기간 

동안 기능 저하된 각 상황에 대해 만족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검토자는 설계기준사고, 소외전원상실, 또는 교류

전원 완전상실시 다음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공기구동 기기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

음을 확인한다.

가. 공기 축압기 또는 질소축압기를 포함한 계기용 공기계통의 기능설계가 그것의 

의도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공기구동 기기의 고장위치는 공기압력의 점진적인 상실뿐만 아니라 급격한 상

실 시에도 요구되는 기능을 보장하도록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다. 공기구동 기기가 요구된 기간 동안에 의도된 기능이 유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주기시험의 누설제한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각 경우에 대해서 최소 계통요건이 만족되면 설계는 허용 가능하다.

7. 검토자는 다수호기에 공유되는 압축공기계통에서 한 호기에서의 사고가 다른 호기

의 순차적 정지 및 냉각을 포함한 해당 호기의 안전기능 수행능력에 해를 끼치지 

않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안전에 중요한 계기용 공기계통의 계통 및 기기가 원자

력발전소 호기 사이에 공유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8. 검토자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계통(예를 들면, 누설로 인한 오염, 다른 방사성물

질을 함유한 계통에서의 밸브 오류나 잘못된 운전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압축공

기계통이 오염되는지를 결정한다. 계통이 오염되는 경우에는 검토자는 계통누설을 

탐지, 수집 및 제어하기 위한 설비, 한 계통에서 다른 계통으로 방사성물질의 누설

을 탐지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환경으로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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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

서를 작성한다.

계기용 공기계통에는 모든 기기, 배관, 다른 기기와의 연결부 또는 경계부가 포함된

다. 계기용 공기계통은 안전관련 기기에 연속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며 내진범주 I, 품질

등급 C로 분류된다. 검토에 대한 허용은 계기용 공기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및 설

계기준이 관련 법령, 일반설계기준, 규제지침서, 검토자의 기술적 입장 및 산업기술기

준에 기술된 규정을 만족시키는데 근거를 둔다.

검토자는 압축공기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

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및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원

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 중에 관한 규정”과 일반설계기준 1, 2, 5 요건 

및 10 CFR 50.63(교류전원 상실사고) 요건을 만족하면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맺

는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를 둔다.

1. 신청자는 계기용 공기계통과 계기용 공기계통을 보충하는 압축공기원에 대한 최소 

계기용 공기 질 기준에 관련된 ANSI/ISA-S7.3-R1981을 만족함으로써 품질기준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요건을 만

족하고 있다.

2. 신청자는 내진설계에 대하여 RG 1.29의 규제입장 C.1 또는 C.2를 만족함으로써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

족하고 있다.

3. 신청자는 한 계통의 고장이 다른 호기의 계통안전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과 같

이 요구되는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안전에 관련된 공유 계통 및 기기의 능력은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4. 신청자는 압축공기계통에 관한 RG 1.155의 지침을 따름으로써 교류전원 완전상실

에 대하여서는 10CFR 50.63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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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제출한 압축공기계통의 설계에 대한 검토결과가 본 절의 II. 허용기준을 만족

하면 압축공기계통의 설계에 요구되는 관련 요건들이 적합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

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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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26)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고시”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3)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가동 중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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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3.2절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 

 검토주관 :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방사선폐기물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 설계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

고서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건설허가단계에서는 공정 시료채취계통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설계목적과 설

계기준을 검토하며, 운영허가단계에서는 건설허가단계에서 승인된 설계를 준수하

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신청자 운영기술지침서가 적절한지를 평가한

다. 검토내용에는 시료 채취되는 공정류(stream)와 시료채취를 통하여 결정되는 인

자(예를 들면, 총 베타-감마 농도, 붕산농도)의 확인이 포함된다.

2. 운영허가단계에서는 공정 시료채취계통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계통설명

을 검토한다. 검토에는 (1) 배관 및 계기도면, (2) 대표 시료채취방안, (3) 시료 채

취점 및 시료채취지역의 위치, (4) 시료채취관의 정화를 위한 설비가 포함된다.

3. 건설허가단계에서는 배관 및 설비의 내진설계, 품질등급분류 및 선정된 등급분류

기준의 근거를 검토한다. 운영허가단계에서는 설계 및 예상되는 온도와 압력 그리

고, 계통 기기의 제작재료를 검토한다.

4. 건설허가단계에서는 계통 격리 설비를 검토하며, 원자로냉각재상실을 제한함으로

써 방사능 방출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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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고조건 하에서 화학 및 방사 화학적 분석을 위한 신속한 시료채취능력을 결정하

기 위하여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설계, 원자로냉각재와 격납건물 대기에서의 사

고 후 시료채취에 대한 행정계획 및 운전절차를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

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에 따라 사고 후 시료채취동안 

환기계통이 운전될 수 있는지 검토하며,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공정계통에 대한 시료채취 및 감시계통을 검토한다.

2.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3절, 1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사고 후 시료채취동안 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 잠재성을 검토한다.

3. 계측제어분야 및 기계설비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사고시 접근 불가능한 밸브가 사고조건 동안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검증되었는 지를 검토한다.

4. 기계설비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고에너지 

유체계통에서의 가상배관파단과 관련된 소외 또는 소내 비산물, 배관 휩 및 분사

충돌력의 영향과 중에너지 유체계통에서의 누설균열의 영향에 관한 설계를 검토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공정 시

료채취계통과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에 설치되어 있는 원격구동 격납건물 격리밸브

가 격납건물 격리신호 또는 안전주입신호에 의해 닫히도록 설계되었는 지를 확인

한다.

6.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격리신호 또는 안전주입신호 해제 없이 원자로냉각재, 격납건물 집수조, 격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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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의 사고 후 시료채취를 위해 사용되는 격납건물 격리밸브를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6.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소외전원 

동시상실을 가정하여 격납건물 격리를 요구하는 사고가 감지된 후에 사고 후 시료

채취계통에 있는 모든 원격구동 밸브에 전원이 공급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다음의 관련요건을 만족시키는

지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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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

지 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

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

설내에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나.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수증 및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

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 기준의 제한 값 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다.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방사선 장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환기

능력 및 정화능력을 가져야 하며, 누설 및 역류가 어려운 구조로서 흡기구

로 오염물질이 흡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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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자로시설에서 발생되는 액체 또는 기체 방사성폐기물은 배기구 또는 배수

구외의 곳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처분에 적합한 형태로 고형화 또는 안정화하거나 

처분안전성이 입증된 용기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방사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바닥면은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나 배수정으로 흐르

도록 경사를 갖는 구조로서 방사성물질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거나 누설이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할 것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

물을 발전소내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을 것

2. 10 CFR 20.1101(b)(방사선방호 목적) :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ALARA)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에서의 ALARA 요건의 목적은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정도로 

방사선 피폭이 제한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계통의 계획, 설계 및 운전에서 신청자

가 합리적으로 모든 노력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소 배치 및 설계특

징은 발전소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을 운전, 작업 또는 검사하는 종사자에

게 피폭 잠재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에 관한 방사선

방호 목표를 이행하는 안전성 이익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합리적으로 성취가능

하게 피폭을 감소시킴으로써 선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방사선방호 목적인 경

우)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3. 일반설계기준 1 : 공정 시료채취계통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수행되어질 안전기능의 중요성에 적합한 품질기준으로 설

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4. 일반설계기준 2 : 공정 시료채취계통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 상실 없이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은 내진범주 I로 설계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인 계통에 연결된다. 내진범주 I과 비내진범주 I 설비 사이를 연결하는 공

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이나 기기의 이러한 부분은 내진범주 I 요건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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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이는 설계기준지진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와 같은 내진범주 I 계통

의 건전성을 확실히 함으로써 발전소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5. 일반설계기준 13 : 핵분열 과정, 노심 건전성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감시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에 중요한 안전계통 및 기

타 계통이 의도된 안전기능 즉, 반응도제어, 핵연료피복재 건전성유지, 원자로냉각

재계통의 건전성 유지, 격납건물의 건전성 유지를 수행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6. 일반설계기준 14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냉

각재 압력경계가 급속히 손상되거나 대형 파단을 일어 킬 수 있는 비정상 누설가

능성을 극히 낮도록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공정 및 사고 후 시료

채취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 조건동안 1차 및 2차 수질화학 

자료를 제공한다. 염소, 수소 및 산소 농도와 같은 주요 화학인자가 설정 제한치 

이내이며 불순물이 적절히 제어됨을 확인하는 것은 많은 부식손상기구들을 완화시

킬 것이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한다. 부식화학

손상의 잠재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가 부식화학손상으로부터

의 열화로 인한 손상 확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발전소 안전성을 증가시킨다.

7. 일반설계기준 26 : 반응도 변화를 신뢰성있게 제어하여야 한다. 가압경수형 원자로

에서 시료채취계통은 원자로냉각재, 붕산저장탱크 및 재장전수 저장탱크로부터 시

료 채취함으로써 반응도 변화의 제어에 필요한 붕산농도를 확인한다.

8. 일반설계기준 41 : 원자로 격납건물로부터 방출될 수 있는 핵분열 생성물, 수소,

산소 및 기타 물질을 제어하기 위한 계통이 가상사고후 환경으로 방출되는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와 질을 감소시키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가상사고후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는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와 질을 감소시키는 공학적안전설비의 안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료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9. 일반설계기준 60 : 공정 시료채취계통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은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의 적용은 공



제9.3.2절     개정 4 - 2015. 12- 6 -

중과 발전소 운영요원의 건강과 안전성을 방호하는데 적합한 수준으로 공정 및 사

고 후 시료채취계통이 설계, 제작, 설치, 운전됨을 보장한다.

10. 일반설계기준 63 : 과잉 방사선준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조건을 탐지하기 위하여 

연료저장 및 방사성폐기물계통을 감시하기 위한 계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개

인 피폭이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도록 사용 후연료 저장조 및 기

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의 방사선 준위를 감시하기 위한 시료채취 방법이 유용함

을 보장한다.

11. 일반설계기준 64 :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시 격납건물 대기, 냉각재

상실사고후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 공간, 유출물 배출경로 및 발전소 주위 방사

능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유용하여야 한다.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 설계

는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고시 방출될 수 있는 방사능을 감시하기 위

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발전소 종사자 및 일반 공중의 건강과 안전성을 방호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발전소 운전원이 조치를 개시하는데 필요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도록 보장한다.

12. NUREG-0737, TMI 조치계획항목 II.B.3 : 특정 방사선피폭의 초과없이 사고 후 원

자로냉각재계통과 격납건물로부터의 시료를 신속하게 채취하고 분석하기 위한 능

력이 있어야 한다. 10 CFR 50.34(f)(2)(viii)에서는 10 CFR 50.34(f)를 따르는 신청자

에게 동등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석되고 정량화되어야 하는 자료들은 노심

손상, 격납건물 대기의 수소, 용존기체, 염화물 및 붕산농도의 척도가 되는 시료를 

포함한다. 이는 신속하게 사고를 진단하고 운전원 제어를 향상시키며 공중의 안전

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료정보가 얻어지고 분석되도록 보장한다.

13. NUREG-0737, TMI 조치계획항목 III.D.1.1 : 사고 후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거나 함

유할 수 있는 공정 시료채취계통과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

한 부분으로부터 누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누설제어계획에 대한 설비가 마련되어

야 한다. 10 CFR 50.34(f)(2)(xxvi)에서는 10 CFR 50.34(f)를 따르는 신청자에게 동

등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작업자와 공중을 불필요하게 높은 피폭으로부

터 방호하고, 사고시 계통의 제어와 이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계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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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누설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이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통들로부터 누설

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자와 공중에 대한 피폭 잠재성을 최소화하며, 사고조건하

에서 과잉 누설이 계통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전성

을 향상시킨다.

Reg. Guide 1.21, 1.26, 1.29, 1.56, 1.97 및 8.8의 특정 기준 및 지침은 10 CFR

20.1101(b), 일반설계기준 1, 2, 13, 14, 26, 41, 60, 63 및 64, 그리고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항목 II.B.3을 포함한 10 CFR 50.34(f)(2)(viii)에 대한 관련요건을 만족시

키는데 사용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 시료채취계통은 정상시 최소한 아래에 제시된 시료채취점으로부터 시료채취 

설비를 포함하여 모든 정상 공정계통 및 주요 기기로부터 시료 채취할 수 있는 능

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Reg. Guide 1.21의 규제방침 C.2 및 Reg. Guide

1.56의 규제방침 C.1, C.4.a의 지침은 다음의 관련 일반설계기준 요건을 만족시키

는데 사용된다.

시료채취점 관련 일반설계기준

원자로냉각재(예를 들면, 유출계통 등) 13, 14, 26, 64

연료재장전수(붕산수) 저장탱크 13, 26

비상노심냉각계통 노심범람탱크 13

붕산혼합탱크 13, 26

붕소주입탱크 13

화학약품 첨가탱크 13, 14, 41

사용 후 저장조 63

2차 냉각재(예를 들면, 응축수 온수정) 13, 14

가압기 탱크 64

증기발생기 취출수(적용 가능한 경우) 14, 64

2차 냉각재 복수처리 폐기물 64

격납건물 내부 집수조 64

격납건물 대기 64

기체폐기물 저장탱크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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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원격시료채취가 요구되지 않는 시료채

취점은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기술되어 있다.

2. 요구되는 분석항목 및 분석주기는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3.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공정 시료채취계통의 기능설계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침을 사용한다.

가. 액체 공정류(steam) 및 탱크로부터 대표시료채취를 보장하기 위한 설비가 마

련되어야 한다. 탱크인 경우에는 하부 또는 침전 잠재성이 있는 부위로부터 

시료채취를 피하고 탱크의 전체 체적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설비가 마

련되어야 한다. 공정류 시료인 경우에는 시료채취점이 난류유동지역에 위치하

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Reg. Guide 1.21, 규제방침 C.4의 

지침이 사용된다.

나. ANSI N 13.1에 따른 기체 공정류 및 탱크로부터의 대표시료채취를 보장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Reg. Guide 1.21,

규제방침 C.6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 시료채취배관의 정화와 시료채취배관내에서의 부착잠복(Plateout)을 감소시키

기 위한 설비(예를 들면, 배관 예열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기준을 만족시

키기 위해 Reg. Guide 1.21, 규제방침 C.7을 따라야 한다.

라.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키도록 요구하는 10

CFR 20.1101(b) 요건에 따라 시료채취계통, 원래 계통 또는 적절한 폐기물처리

계통으로 시료채취 유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화 및 배수를 위한 설비가 마

련되어야 한다. 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Reg. Guide 8.8, 규제방침 2.d.(2),

2.f.(3) 및 2.f.(8)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마.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에 따라 격리밸브는 환경으로 방사능물질 방출을 제어

하기 위하여 고장시 닫힘 위치에 있어야 한다.

바. 방사선피폭을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 유지시키도록 요구하는 10

CFR 20.1101(b)와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에 따라 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방

출을 제어하기 위하여 시료채취 배관파단시 원자로냉각재 상실을 제한하기 위

한 수동 유량제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Reg.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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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에 있는 규제방침 2.i.(6)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시료채취배관에 있는 수동 

유량제한기는 시료채취배관으로부터 잠재적인 누설을 제한하는 환경 검증된 

다중의 원격구동 격리밸브로 대체할 수 있다. 격납건물 자동 격리밸브는 격납

건물 격리신호 또는 안전주입신호 발생시 닫혀야 한다.

4. 일반설계기준 1 및 2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정 시료채취계통과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시료채취배관, 기기 및 계측기의 내진설계와 품질등급분류는 Reg.

Guide 1.26의 규제방침 C.1, C.2, C.3, Reg. Guide 1.29의 규제방침 C.1, C.2, C.3,

C.4 및 Reg. Guide 1.97의 지침에 따라 각 시료채취배관 및 기기에 연결된 계통의 

등급분류(예를 들면, 품질등급 A 및 내진범주 I 계통에 연결되는 시료채취배관은 

품질등급 A 및 내진범주 I로 설계되어야 함)에 부합되어야 한다. 두 번째 격리밸

브 후단(Downstream)의 기기 및 배관은 Reg. Guide 1.26, 규제방침 C.3의 지침에 

따라 품질등급 D 및 비내진범주 I 요건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5.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 및 운전절차는 NUREG-0737의 II.B.3항과 Reg. Guide 1.97의 

지침을 만족시켜야 하며, 다음의 추가 확인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일반설계기준 13 및 14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화학분석 수행결과 원자

로냉각재 내의 염소농도가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나는 경우에는 용존산소농도가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 이내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자로냉각재의 잔류수소가 10 cm3/kg(표준 온도 및 압력에

서)을 초과함을 확인하는 것이 20일간 용존산소에 대한 직접 분석 대신에 허

용 가능하다.

나.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기체 색층분석

(chromatography)이 원자로냉각재의 분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고압 운반

기체가 원자로냉각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설비(예를 들면, 압

력 방출 및 제거)가 유용하여야 한다.

다.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료채취배관에 있는 수동 유량

제한기가 시료채취배관으로부터의 잠재적인 누설을 제한하는 완전히 검증된 

다중의 원격구동 격리밸브로 대체될 수 있다. 자동 격납건물 격리밸브는 격납

건물 격리신호 또는 안전주입신호 발생시 닫혀야 한다. 모든 원격구동 밸브들

은 격리신호의 해제 없이도 사고 후에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전원공급 및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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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고시 접근이 불가능한 밸브는 사고조건 하에서도 

운전성을 보장하도록 환경 검증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특별한 경우에 본 안전심사지침의 내용을 선정하여 강조할 수 있다.

1. 공정 시료채취계통의 검토에 있어서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요구되는 공정시료채

취점들이 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시료채취점의 목록과 상기 허용기준 II.1항에서 확인된 시료채취점들을 비교한

다.

2.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공정유체의 대표시료를 얻기 위한 계통능력 및 시료채취점

의 위치를 Reg. Guide 1.21의 규제방침 C.6에 따른 유체대표시료를 얻기 위한 지

침과 ANSI N13.1에 따른 기체대표시료를 얻기 위한 원칙과 비교한다.

3. 기계설비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내진

설계 및 품질등급분류를 시료채취계통이 연결되는 유체계통의 등급분류와 비교한

다.

4.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공정시료채취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를 검토하여 운영기술

지침서의 내용 및 의도가 관련 요건에 일치하는가를 결정한다.

5.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시료채취관의 파단에 따른 원자로냉각재 손실잠재성을 제

한하기 위한 설비가 마련되는지를 확인하고, 시료채취관의 파단으로 초래되는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유체손실에 대한 평가내용을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에 제

공한다.

6.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NUREG-0737, II.B.3항 및 Reg. Guide 1.97의 지침과 상기 

허용기준 II.5항의 추가내용을 준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고 후 시료채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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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및 운전절차를 검토한다.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희석, 혼합 및 시료수집 단계

에서 과도한 분석오차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계

통 기능시험 주기가 계통의 운전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적절한지와 운전원이 본 계

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훈련되고 숙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방사선분야 담당부서

는 노심손상 정도까지의 관련 핵종농도들에 대한 절차를 검토한다. 방사선분야 담

당부서는 사고 후 화학조건(고준위 핵분열 생성물-요오드, 요오드 화학물, 부롬화합

물, 세슘, 루비듐에 의한 고 비방사능 시료 및 분석 방해 가능성) 하에서의 화학분

석절차 및 온라인 계측기의 정확도 및 민감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다.

7.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사고조건 하에서 원자로냉각재 시료, 격납건물 대기시료,

발전소 기체유출물 내의 방사성 요오드화물과 불순물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행정계획이 확립되어 이행되는지와 

유지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행정계획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교육

나. 시료채취 및 분석을 위한 절차

다. 시료채취 및 분석 장비의 보수를 위한 설비

운영기술지침서의 행정관리에 있는 계획을 인용하는 것과 발전소 운전절차서에 상

세한 계획 설명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

8.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사고 후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거나 함유할 수 있는 격납건

물 외부에 위치한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 부분이 누설제어계획에 포함되었

는지를 확인한다. 누설제어계획은 계통으로부터의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

적인 누설시험 및 측정을 포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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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은 유체계통의 시료채취점으로부터 분석실,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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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또는 지역 시료채취점까지의 관련 배관, 밸브, 열교환기 및 기타 기기들을 포함한

다. 검토는 발전소 운전과 관련된 모든 주요 액체 공정류에서의 시료채취를 위해 제안

된 설비와 신청자가 제시한 본 계통의 설계를 포함한다. 검토는 공정 및 사고 후 시료

채취계통에 관한 설명자료와 배관 및 계기도면에 표시된 시료채취점의 위치를 포함한

다. 검토시 허용기준은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가 적용 

가능한 규정, 지침 및 산업표준에 부합하는지에 근거한다.

공정 시료채취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10 CFR

20.1101(b) 및 일반설계기준 1, 2, 13, 14, 26, 41, 60, 63 및 64의 관련요건을 만족시키

며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은 일반설계기준 1, 2, 13, 14 및 60과 10 CFR 50.34(f)(2)(viii),

NUREG-0737의 II.B.3, 10 CFR 50.34(f)(2)(xxvi), NUREG-0737의 III.D.1.1의 관련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설계는 허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내

린다. 본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검토결과에 근거를 둔다.

1. 제시된 공정 시료채취계통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한다.

가. 원자로냉각재, 비상노심냉각계통 노심범람탱크, 연료재장전수 저장탱크, 붕산혼

합탱크 및 붕소농도 조절용 붕소주입탱크를 시료 채취함으로써 정상운전, 예상

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시 핵분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감시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13의 요건

나.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차 냉각재의 화학불순물 및 원

자로냉각재를 시료 채취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변수를 감시하고, 비정상 누설, 급진전 손상 및 전면 파단의 가능성을 낮추

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13 및 14의 요건

다. 원자로냉각재, 연료재장전수 저장탱크 및 붕소농도를 위한 붕산혼합탱크를 시

료 채취하다 반응도 변화율을 제어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26의 요건

라. 재료 적합성 요건 및 가상사고후 격납건물 살수와 재순환 용액의 기본적인 요

오드 제거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적절한 화학약품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

학약품 첨가탱크를 시료 채취하다 원자로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

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감시하고, 가상사고후 환경으로 방출되

는 핵분열 생성물의 농도와 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13, 14 및 41

의 요건

마. 방사능 측정을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가압기, 증기발생기 취출수, 2차 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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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처리 폐기물, 격납건물 집수조, 격납건물 대기 및 기체 방사성폐기물 저장

탱크를 시료 채취하다 예상운전과도상태를 포함한 정상운전 및 가상사고로부터 

방출될 수 있는 방사능을 감시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64의 요건

바. 원래 계통 또는 적절한 폐기물처리계통으로 시료채취 유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화 및 배수하고, 시료채취배관에서 닫힘 위치로 고장 나는 다중 격리밸브나 

수동 유량제한기 중에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성취 가

능한 한 낮게(ALARA) 유지하게 하는 10 CFR 20.1101(b)의 요건 및 환경으로 

방사성물질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

사. 방사능 측정을 위하여 사용 후 저장조 및 기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 저장탱크

를 시료 채취하다 연료저장 및 방사성폐기물계통에서의 과잉 방사선 준위를 야

기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감지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63의 요건

2. 각 시료채취배관 및 기기에 연결되는 계통의 등급분류에 적합하도록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의 시료채취배관 및 기기를 Reg. Guide 1.26의 규제방침 C.1, C.2

및 C.3, Reg. Guide 1.29의 규제방침 C.1, C.2, C.3 및 C.4, Reg. Guide 1.97의 지침

에 따라 설계함으로써 제시된 공정 및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은 일반설계기준 1의 

품질보증요건과 일반설계기준 2의 내진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한다.

3. 제시된 사고 후 시료채취계통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한다.

가. Reg. Guide 1.97의 지침에 따라 가상 사고 후 노심 손상정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핵종과 액체 중의 용존기체, 염소 및 붕소 농도를 위하여 원자로냉각재 

및 격납건물로부터 신속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기 위한 시료채취계획을 

마련하게 하는 10 CFR 50.34(f)(2)(viii)과 NUREG-0737, II.B.3 요건

나. 염소농도가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를 초과할 때 원자로냉각재 중의 산소농도를 

운영기술지침서 제한치 이내로 유지시킴으로써 또는 원자로냉각재의 용존 과잉

수소 농도를 유지시킴으로써 사고조건시 원자로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 압력경

계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감시 그리고 비정상 누설, 급진

전 손상 및 전면 파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13 및 14의 요건

다. 원자로냉각재의 기체 색층분석에 사용되는 고압 운반기체가 원자로냉각재로 유

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시료채취관으로부터 누설 잠재성을 제한하기 

위한 시료채취배관의 수동 유량제한기나 완전 검증된 원격구동 격리밸브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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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함으로써 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

라. 주기적인 누설시험과 측정을 포함한 누설제어계획에 계통의 적용 가능한 부분

을 포함시킴으로써 계통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10 CFR 50.34(f)(2)(xxvi)와 

NUREG-0737, III.D.1.1의 요건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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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3.3절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은 폐기유체, 밸브 및 펌프의 밀봉누설, 탱크의 배수가 공정 

또는 처분을 위한 적절한 위치로 보내지도록 설계된다.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격납

건물 외부로의 액체유출물의 수집 및 처분을 포함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을 검토한

다. 여기에는 기기 또는 바닥배수로부터 집수조까지의 배관 및 펌프가 포함되며 유출

물을 배수탱크로 보낸 다음 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기기도 포함된다.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폐기 유체유출물이 관리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되도

록 모든 폐기 유체유출물의 수집 및 처분능력을 검토한다.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계통이 집수조, 배수탱크, 집수조 펌프의 용량을 포함하여 예상 누설량을 다룰 수 

있다.

2. 안전관련 기기를 포함하는 발전소 지역에 최대홍수수위로 초래될 수 있는 물의 역

류를 방지할 수 있다.

3. 오염된 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으로 부주의하게 전달될 잠재성이 없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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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홍수방호

에 대해 검토한다.

4.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SSE), 가능최대홍수(PMF)와 같은 자연현상 효과를 견디기 위하여 계통을 지지하

는 내진범주 I인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

합성을 결정한다.

5.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호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

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화재방호검토

는 다음과 같은 배수계통 설계특성을 고려한다.

1) 설치된 화재진압계통(기체 및 물)의 작동

2) 소방수

3) 안전관련 지역으로 가연성 액체의 역류방지

6.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방사성폐

기물 처분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계통이 기기 및 바닥배수

계통으로부터의 유출물을 수집, 시료채취, 분석 및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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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방벽을 관통하는 배수계통 부분이 사고를 포함한 모든 운전조건 동안 격납건물 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격리특성을 갖도록 설계되는지를 확인한다.

8.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본 계통이 

종사자 방사선방호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9.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및 8.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

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전원공급이 안전기능에 적합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다.

10.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 중이 

계통 기기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조건에 대한 건설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11.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상당하는 별도의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12. 정지조건시 범람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로서 정지위험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에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을 포함할 수 있다. 중대사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

사지침 19.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정지위험도 평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설계 적절성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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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에 근거하여 허용 가능하다.

1. 일반설계기준 2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

실 없이 지진, 토네이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안전관련 기능에 관련된 부분인 경우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규제방침 C.1의 지침을 만족하며, 비안전관련 기능에 관련된 부분인 경우에

는 규제방침 C.2의 지침을 만족하는지에 근거하여 허용가능하다. 계통평가분야 담

당부서는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부분들이 안전 관련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

음 사항을 사용한다.

가. 계통이 배수계통 집수조를 이용하는 안전계통에서 누설을 탐지할 수 있고 그

러한 누설탐지에 대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 계통은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 관련

으로 고려된다.

나. 계통이 능동기기의 오기능, 막힘 또는 가능최대홍수로 초래될 수 있는 배수역

류로 인하여 안전관련 지역의 침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계통은 이러한 지

역에서 안전 관련으로 고려된다.

다. 오염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으로의 부주의한 전달이 발생하도록 계통이 연결

된 경우 계통은 이러한 지역에서 안전 관련으로 고려된다.

라. 계통 일부에서 고장 또는 오기능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즉, 안

전정지, 사고방지, 사고완화에 필요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계통은 이

러한 지역에서 안전 관련으로 고려된다.

만일 상기 안전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이 일반

설계기준 2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

2. 일반설계기준 4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배관파단, 탱크파열)에 관련된 환경조건(범람)의 영향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이러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즉,

안전정지, 사고방지 또는 사고완화에 필요한)에 악영향을 주는 범람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계통은 허용 가능하다. 이는 안전관련 기기의 기능이 발전소 내에서 예기

치 않은 물의 축적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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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설계기준 60 : 예상운전과도사건을  포함한 액체유출물 내의 방사성물질 방출

을 적절히 제어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배수계통은 통상 2개의 부계통 즉,

방사성 및 비방사성 부분으로 구성되며, 방사성폐기물이 부주의하게 비방사성 부

분으로 전달됨으로써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기준을 

적용한다. 처분을 위한 오염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으로 부주의하게 전달되는 것

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계통은 허용 가능하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설정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II항

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건설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시 사용된

다. 운영허가신청서에 대한 검토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절차가 사용된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는 I항에 기술된 검토분야에 대

한 검토결과를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동 검토절차가 완료되

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으로부터 실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강조할 수 있다.

1.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설명부분, 배치도, 배관 및 계기도면이 유출물 이동에 필

요한 펌프와 밸브를 포함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배치 및 설비, 최소배수탱크

용량과 계통유량 요건, 안전관련 기기를 포함하는 지역 또는 비오염 배수계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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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결부, 안전관련 계통의 누설탐지를 위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사용을 나

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가 검토된다. 검토자는 상기 II항의 

기준을 사용하여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어떤 부분이 안전기능을 가지는지 또는 

안전관련 계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

전관련 부분은 II항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검토된다.

2.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성능요건은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하여 운전 열화를 일으키는 기기(예를 들면, 배수 차단물, 집수조 펌프의 누설 

또는 고장)를 기술하고 이러한 조건이 초과하는 경우 이를 탐지하고 수정하는 절

차를 기술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된다. 검토자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능동기기의 상실을 견디고 최소계통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계통의 

배관 및 계측도면, 배치도, 기기설명 및 특성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된다.

가.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정확히 확인되고 계통의 성능요건에 

의해 요구되는 정도로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으로부터 격리된다.

나.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품질등급 C 또는 그 이상, 내진범주 

I로 등급 분류된다.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계통 및 기기 설명에 내진 및 안

전등급분류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배관 및 계측도면에 배관 품질등급분류의 

변화점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 및 기기 

설명을 검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부지분야 담당

부서는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3. 검토자는 지진과 같은 역환경 현상 또는 배관파단의 경우에 요구되는 계통 안전기

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학적인 판

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다른 안전심사지침 절에 따른 검토결과를 이용하여 계

통을 평가한다.

가.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 또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내

진범주 I로 설계되지 않은 기타 계통,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

을 둘러싸고 지지하거나 근접하여 위치한 비내진범주 I인 구조물의 고장은 기

기 및 바닥배수계통 안전관련 부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안전성분석보고

서 2장(부지특성)과 종합배열 및 배치도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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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족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나. 안전관련 기기를 둘러싸는 지역으로 배수 또는 범람된 물이 배수계통에서 역류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되는 경우 허용 가능하다.

다. 방사성폐기물 유체를 방사성폐기물 지역으로 보내고 제어하기 위한 설비가 계

통에 마련된다. 만일 처분을 위하여 오염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으로 부주의하

게 전달되는 잠재성이 배제되었음을 계통 배관 및 계측도면과 설계기준이 보

여주는 경우 허용 가능하다.

라.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고⋅중에너지 배관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된다. 어

떠한 고⋅중에너지 배관계통도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근접

하지 않거나 고장영향으로부터의 방호가 제공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도가 

검토된다. 이러한 방호를 제공하는 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6절에 주어지며 

이러한 자료에 대한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에 주어져 있다.

4. 단일능동기기의 동시 고장을 가정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설계기준사고 후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의 기술

내용, 배관 및 계기도면,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이 검

토된다. 검토자는 기기의 요구되는 기능 확인을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된 분석을 평가하고, 계통도면 상에서 이러한 기기의 유용성을 추적하며, 또한 계

통의 최소유량요건이 요구되는 시간 간격동안 각 사고 상황 대해 만족되는지에 대

한 확인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각 경우에 대하여 최소

계통요건이 만족되면 허용 가능하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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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1.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에는 기기 또는 바닥배수로부터 집수조까지의 모든 배관, 집

수조 펌프 및 유출물이 배수탱크를 거쳐 방사성폐기물계통으로 보내지는데 필요한 



제9.3.3절     개정 4 - 2014. 12- 8 -

배관망이 포함되었다. 다음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기기 및 바닥배수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내진범주 I, 품질등급 C로 분류되었다.

가. 배수계통 집수조를 이용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서의 누설

을 계통이 탐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누설탐지에 대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 계

통은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 관련으로 고려된다.

나. 계통 능동기기의 오기능, 막힘 또는 가능최대홍수로 초래될 수 있는 배수역류

로 인하여 안전관련 지역의 범람을 일으키는 경우 계통은 이러한 지역에서 안

전 관련으로 고려된다.

다. 오염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으로 부주의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계통이 연결된 

경우 계통은 이러한 지역에서 안전 관련으로 고려된다.

라. 계통 일부의 고장 또는 오기능이 안전에 중요한(즉, 안전정지, 사고방지 또는 

사고완화에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계

통은 이러한 지역에서 안전 관련으로 고려된다.

검토에서 허용근거는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신청자의 설계 

및 설계기준이 일반설계기준, 적용 가능한 RG, 규제방침 및 산업표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관련 규제요건에 적합하다.

2. 검토자는 기기 및 바닥배수계통의 설계가 내진설계, 환경조건, 방사성물질의 방출

제어에 관련한 일반설계기준 2, 4 및 60의 요건에 일치하여 허용 가능하다고 결론

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사항에 근거를 둔다.

가. 신청자는 내진설계에 관한 일반설계기준 2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만족하고 있다.

1) RG 1.29의 규제방침 C.1 또는 C.2를 만족하거나,

2) 검토자가 검토하여 허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RG 1.29의 규제방침 C.1 또

는 C.2에 대한 대체방안을 제공하여 만족하고 있다.

나.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범

람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조건에 관한 일반설계기준 4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다. 신청자는 오염유체가 비오염 배수계통의 부분으로 부주의하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의 방출제어에 관한 일반설계기준 60의 요건을 만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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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3.4절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검토협조 : 방사성평가/기계재료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CVCS)과 붕산회수계통(BRS)은 (1) 원

자로냉각재계통에 요구되는 냉각재의 양과 수질을 유지하는 기능, (2) 원자로냉각재펌

프의 밀봉수와 가압기 보조살수용 보충수를 공급하는 기능, (3) 원자로냉각재의 중성자 

흡수재인 붕소의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 (4) 일차 수질화학 제어기능 및 냉각재의 방사

능 준위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본 계통은 정상운전 시 탈염수 보충을 

위해 냉각재를 재순환시키며, 가상사고 시 비상노심냉각계통에 고압안전주입수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동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13조, 16조,

21조, 22조, 28조, 30조, 32조, 33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교류전원완전상실(SBO)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의 제어 및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밀봉수를 주입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화

학 및 체적제어계통 성능이 10 CFR 50.63 (a)(2),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와 일치하는 가를 검토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일차계통의 유출 배관부터 보충수를 공급하는 충전배관에 

이르는 계통들과 원자로냉각재펌프의 밀봉수 공급계통을 검토한다. 탈염수 보충계통이

나 방사성 폐기물계통의 경계부분도 포함하여 동 계통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

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1. 동 계통 기기의 안전관련 기능에 대한 운전특성과 비정상 환경사건의 영향,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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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운전요건, 냉각재상실사고(LOCA)와 같은 사고에 기인한 사고 상황

2. 오동작, 능동기기의 단일사고 또는 냉각원의 상실사고가 동 계통의 안전관련 기능

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판단

3. 품질등급이나 내진설계 요건들을 만족하고, 지진 사고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 

않은 장치나 기기들의 고장이 동 계통의 안전관련 기능에 미치는 영향

4. 동 계통의 설비 중 붕소용액을 포함하는 배관이나 기기에서 붕소가 석출되지 않도

록 하며, 폭발성 화학물이나 독극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설계의 적절성

5. 동 계통이 올바른 상태에서 운전되는지 판단하고 검증하는 계측 및 제어설비와 운

전 중 시험사항

6. 일차계통수를 포함하는 탱크에 진공상태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통설비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따라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며,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9.2.2절에 따라 

냉각재펌프 밀봉 건전성에 대한 냉각수 계통의 손상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및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4.1절과 9.3.3

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내부 및 외부 홍수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동 계통의 

성능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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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기기의 방호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5.2

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에 따라 수행한다.

마.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바.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연계되어 있는 동 계통의 저압부분이 실제적인 범위까지 

원자로냉각재계통 전체압력에 견디도록 설계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동 계

통을 검토한다. 동 계통이 원자로냉각재계통 전체압력에 견딜 수 있는 최종파

단강도로 설계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검토자는 적절한 보상수단이 취해졌

는지를 검토한다.

4.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

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자연현상이나 외부 생성 비산물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안전관련 계통의 능

력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5.1.4절과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기 위해 동 계통을 보호하거나 지지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의 능

력을 설정하는데 사용된 설계기준과 절차 및 분석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는 경

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4.2절, 3.5.3절, 3.7.1절, 3.7.2절, 3.7.3절,

3.8.4절 및 3.8.5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계통의 기기들에 대한 내진범주 및 품질등급 분류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는 경

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내진범주 I인 계기 및 전기장비의 내진검증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

지침 3.10절에 따라 수행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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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설계기준 26, 27의 복합 반응도조절계통의 다중성과 성능요건을 만족시키

기 위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의 붕산수 주입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

사지침 4.3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허용연료 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과 정지여유도가 상실되기 전에 희석을 

종료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이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의 

붕산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동 계통의 오동작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5.4.6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비상노심냉각계통 기능의 평가 시 가상 냉각재상실사고 발생 이후 허용연료 

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동 계통 유량과 주입압력

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3절, 15.6.1절, 15.6.5절에 따라 수행

한다.

라. 일차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동 계통의 격리설비 설계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따라 수행한다.

6.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

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동 계통의 액체, 고체 및 기체폐기물 처리사항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

사지침 11.2절에서 11.5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동 계통의 공정 및 방출물 방사성 감시설비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

지침 11.5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2.1절과 12.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방사선 피폭

을 되도록 적게 유지하는 관점과 방사선 방호 설비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동 

계통을 검토한다.

7.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계측제어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기계 및 전기적 안전관련 장비의 

환경검증에 대한 검토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동 계통의 안전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설계, 설치, 검사와 모든 계기,

감지기, 제어기의 시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7.1절,

7.6절 및 부록 7-1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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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8.3.1절과 8.3.2절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동 계통의 안전 관련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전기계통의 설

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한다. 추가적으로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에 의해 요구되는 교류전원완전상실로부터 견디

고, 대처 및 회복하는 발전소의 총체적인 성능을 검토한다.

9.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7장에 상당하는 별도의 품질보증

계획서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과 붕산회수계통의 설

계 허용성은 다음과 같은 일반설계기준, 규정 및 Regulatory Guide(이하 “RG")에 근거

를 둔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 동 계통의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각각의 안전기능에 적합한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설치, 조립 및 시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 계통은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의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동 계

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연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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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부터 그들의 안전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 

계통은 안전관련 부분인 경우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을 만족하고, 비안전관련 부분인 경우 C.2를 만족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동 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공유로 인하여 안전기능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공유되어서는 안된다. 안전관련 공유계통과 기기는 기기손

상이나 타 호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상관없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 원자로냉

각재 압력경계 재질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불순물 제거 및 화학적 순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의 수질화학

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를 만족시켜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계통) : 동 계통은 예상

운전과도(AOO)시 허용연료 손상한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료 및 피복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붕산수 주입을 통하여 충분한 부반응도를 제공하는 안전기

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30조(비상노

심냉각장치) : 동 계통은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운영기술지침서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한 단일능동고장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일부분으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서의 누설이나 소형파단인 경우 원자

로냉각재계통에 보충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 동 계통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기체 또는 

액체형태의 폐기물이 적절히 통제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폐회로 계통으로 배수 및 

배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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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CFR 50.34(f)(2)(xxvi),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 및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의 TMI 조치계획 항목 III.D.1.1 :

사고시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동 계통

으로부터 누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계획 및 누설감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10 CFR 50.63(a)(2),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 교류전원완전상실

시 지정된 기간 동안 노심냉각을 보증하고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동 계통이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요건에 

따라 발전소 교류전원완전상실 대처능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 계통의 설

계는 RG 1.155, "Station Blackout"에 따라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이나 붕산회수계통 설계에 대한 검토에 이용되는 특정 기준

은 다음과 같다.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

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해야 한다.

1.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감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수지의 온도 제한 값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탈염기 온도감시기

나. 압력차의 제한 값 초과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여과 탈염기 차압감시기

2.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탈염기 유입온도가 수지의 온도 제한 값 초과하는 사고 

시 동 계통의 유량을 탈염기로 유로를 자동으로 전환하거나 격리시키는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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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허가 검토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예비

설계가 Ⅱ항에 제시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지 검토한다. 운영허가 검토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신청자에 의해 준비된 운영기술지침서의 계통시험, 최소성능 및 감시

요건 내용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토연계부서는 I항에 기술된 검

토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본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에서는 동 계통의 설계가 각 원전 공급자마다 상이하므로 

전형적인 계통을 가정한다. 동 계통은 탈염기를 통하여 처리되기 전에 원자로냉각재계

통으로부터 유출유량을 냉각시키고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주입되기 전에 충전유량을 다

시 가열시키는 재생열교환기, 탈염기, 부유되거나 용해된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여과기,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보충수를 주입시키는 고압충전펌프, 계통의 밀림용량이나 보충수

를 저장하는 체적제어탱크,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중성자 흡수재를 제공하는 붕소 보충/

저장계통, 붕소를 회수하거나 탈염수를 제공하는 증발기 또는 탱크,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에 붕소를 공급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탈염기의 운전온도를 변화시켜 반응도를 조

절하거나 폐수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붕소 열재생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 계통

과 상이한 계통에 대해서 검토자는 다음에 주어진 검토절차를 조정할 수 있지만 계통

설계는 II항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계통 설명서나 배관 및 계기도면(P&IDs)이 정상운전 시 사용되는 화학 및 체적제

어계통 장비를 보여주고, 정상운전 시 계통의 열전달이나 최소유량 요구조건을 확

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또한 예상되는 기기의 운전열화(펌프 

누설, 열 교환기 오염, 수지성능 감소)의 한계치와 이를 초과하는 것을 감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절차가 기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 계통의 성능 요건을 검토

한다. 검토자는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의 결과, 기 승인된 계통과의 비교,

독자적인 계산 등을 이용하여 동 계통이 발전소 정지나 사고완화를 위한 계통의 

최소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떤 능동기기의 상실에도 견딜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다

음을 확인하기 위해 동 계통의 배관 및 계통도면, 장비 설치 도면, 기기설명서나 

특성을 검토한다.

가. 동 계통의 필수부분들이 동 계통의 비필수부분들과 탈염수 보충계통이나 방사성폐



제9.3.4절     개정 4 - 2014. 12- 9 -

기물계통과 같은 연계된 계통들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배관 및 계

기도면에 격리되는 부분의 물리적인 구분과 설계등급의 변화가 명백하게 제시

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그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계통도를 검

토하며, 격리밸브의 최소성능 요건을 기술한 계통설명서를 검토한다.

나. 비필수부분과 필수부분을 분리하는 격리밸브들을 포함하여 동 계통의 필수 부

분들이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와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에 따라 품질등급 A, B, C와 내

진범주 I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설명이 상기한 

내진이나 안전등급에 대해 설명되어 있고 배관 및 계기도면에서 배관 품질등

급의 변화가 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다. 동 계통의 고장, 동 계통의 필수부분에 접해 있는 내진범주 I로 설계가 되어 있

지 않은 다른 계통의 고장 또는 동 계통의 필수부분에 접해있거나 또는 동 계

통을 수용 또는 지지하는 비내진범주 I 구조물의 고장이 동 계통 필수부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의 규제방침 C.2를 만족해야 한다. 부지특징, 일반배열 및 배치도면이 설명되

어 있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절과 구조나 계통에 대한 내진범주 분류표가 제시된 

절을 참조해야 한다.

라. 검토연계부서에 의해 수행된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검토주관부서는 다음 분야

에 대해 반응도 제어를 위한 계통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1) 두개 중 하나의 붕산 공급원과 두개 중 하나의 유로를 통하여 원자로냉각

재계통으로 붕산수를 주입하며, 동 계통은 붕산주입에 대한 운영기술지침

서를 만족해야 한다. 본 검토 시 배관 및 계기도면과 계통설명을 이용한다.

2) 가장 큰 반응도 값을 가진 제어봉 집합체가 완전히 인출되었다고 가정하고 

동 계통에 저장된 붕산의 양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상온정지에 필요한 붕

산의 양보다 많아야 하고 노심 수명동안 지논(Xenon) 붕괴를 보상할 때 필

요한 양보다 많아야 한다.

마. 수질화학 제어를 위한 동 계통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검토한다. 즉, 일차냉각재 방사능, 용해된 고체의 총 양과 수소

이온 농도(pH)의 허용범위, 산소와 할로겐 화합물의 최대허용농도 및 동 원자

로냉각재계통의 수질화학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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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일차측 수질화학 제어 및 사양이 예상되는 운전조건하에서 원자로냉각재

에 노출되는 재료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제안된 수질화학 제어 프로

그램이 EPRI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PWR Primary Water Chemistry

Guidelines"의 최신버전에 기술된 내용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바. 수지의 고온방지를 위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탈염기 우회밸브나 격리밸

브를 작동하게 하는 온도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계통설명서나 도면을 사용

하여 검토한다. 또한 탈염기에 차압감시기가 이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사.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에서 결정된 장비나 제어오차로 인한 일차냉각재 붕소농

도의 최고 변화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붕산 열재생 보조계통을 검토한다.

아. 붕소첨가나 일차냉각재 희석에 대한 운전절차 및 제어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자. 붕산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기기와 배관들이 붕산의 석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열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가열된 공간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배관 및 계기

도면을 사용하여 검토한다.

차.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동 계통의 부분에 

대한 누설 제어 프로그램이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의 III.D.1.1항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검토한다.

카. 일차계통수를 함유할 수 있는 동 계통의 저압 또는 수용탱크는 탱크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저압조건에 대한 방호를 위해 취해진 수단의 적절성을 검토한

다. 계통의 탱크에 저압조건 방지관점에서 검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1) 충진 가스를 사용하는 탱크는 액체가 제거되는 최대속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충진 가스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고, (2) 진공방출

밸브는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3) 결빙조건에 있는 탱크는 탱크와 진공

방출계통을 위해 적절한 결빙방지장비가 있어야 한다.

타. 검토자는 동 계통의 안전관련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 동 계통의 최소유량의 설

계에 관한 다음의 지침을 신청자가 고려하는 지에 대해 검증한다.

1) 한 대 또는 한 대 이상의 펌프들이 사수두(Dead-heading)를 초래할 수 있

는 최소유량 운전 시 펌프간 계통의 배열이 상호작용을 배제하는지 검토한

다. 또한 동 계통의 펌프를 위해 제공되는 최소냉각유량이 모든 조건에서 

적절한 지를 확인한다. 모든 조건에서 최소유량은 펌프의 손상을 방지하기

에 충분하여야 한다.

2) 펌프시험 시 최소유량 회수배관만 가용한 경우에 유량계는 최소유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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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계기는 펌프 시험시 유량측정에 필요하며 펌프

의 수력학적 성능저하를 감시하기 위해 측정된 유량과 펌프 차압을 평가할 

수 있다.

2. 검토자는 지진, 토네이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역환경사고 및 소외전원상실이나 

배관파단과 같은 사고시 동 계통의 안전기능이 요구되는 만큼 유지되는지 검토한

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학적 판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다

른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용한다.

가. 상온정지에서 기동, 전출력 운전 및 발전소 냉각운전을 포함하는 모든 정상운

전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재고량을 가압기 수위 허용범위내로 유지할 수 있

도록 동 계통의 펌프용량이 충분한지 계통 설명이나 도면을 검토한다. 또한 

동 계통은 소형배관 파단사고 시 원자로냉각재 보충수를 공급하고 소외전원상

실사고와 동시에 일어나는 단일능동고장 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일부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한다. 원자로냉각재 보충수는 두 개의 다중성으로 

적절히 설계된 유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배관 및 계기도면

을 검토한다.

나. 필수기기나 안전 정지에 필요한 부속계통은 소외전원상실 시에 요구되는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보조 전력계통이나 그 계

통에서 단일능동기기 고장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동 계통의 

설계는 계통의 최소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시 영향을 받는 동 

계통의 기기나 부속계통에 대하여 붕산 첨가와 냉각재 충전 용량이 최소요구

량을 만족시키거나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

다. 동 계통이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한다.

3. 동 계통의 필수부분들이 단일능동고장 시 설계기준사고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상술정보, 배관 및 계기도면, 배치도

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확인

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분석결과를 평가하고, 계통도면에 표기된 

기기들의 이용성을 규명한다. 또한 각 사고 상황에 따라 계통의 최소유량 및 열전

달 요건이 요구되는 시간간격에 대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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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검토한다.

4. 붕산회수계통은 안전정지 또는 예상사고의 방지 및 완화에 필요한 계통은 아니다.

계통의 탱크가 비내진범주 I인 경우 방사성폐기물분야 및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탱크 파단에 의한 누설이 안전 제한 값 따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붕산회수계통

을 검토한다.

5. 검토자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성능이 교류전원완전상실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방침 C.3.2, C.3.3.4 및 C.3.5에 따라 동 계통이 설계되었는 지를 

검토한다.

교류전원완전상실 시 연장된 기간에 원자로냉각재 펌프 밀봉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적절한 시험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발전소/신청자에 대해 검토자는 교류전원완전상

실시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밀봉냉각을 제공하는 적절한 수단이 존재하는 지를 검증

한다. 동 계통과 독립적이고 실제적인 범위까지 지원하는 관련 계통인 다중 밀봉주

입계통은 허용 가능하다. 다중 밀봉주입계통이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경우 검토자

는 동 계통이 교류전원완전상실의 대체교류전원으로부터 작동되는 가를 확인한다.

일체형원자로의 원자로냉각재펌프(Canned-motor pumps)처럼 밀봉이 필요 없는 발

전소에 대해서는 이 검토 단계를 생략한다.

6.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전과 같이, 비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 시 가압기에 원자

로냉각재가 과충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증기발생기세관파단 사고 시 증기발생기 

1차 측에 지속적으로 원자로냉각재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납건물격리 안전

기능을 갖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충전격리밸브가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동 밸

브에 대한 적절한 운전제한조건이 운영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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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계통은 붕소재생계통을 포함하며 일차계통의 유출배관부터 일차계통과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밀봉수계통에 보충수를 공급하는 충전배관에 이르기까지 계통의 기기나 

배관을 포함한다. 사용자가 제안한 설계기준, 설계근거, 동 계통에 대한 안전등급 및 

정상, 비정상, 사고 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계통성능에 대한 요건을 검토

한 결과, 동 계통과 보조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13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와 10 CFR

50.34(f)(2)(xxvi),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 10 CFR 50.63 (a)(2),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의 요건을 만족시키므로 허용가능하다. 이러한 결론

은 다음사항을 만족시킴에 근거를 둔다.

1. 수행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기기의 품질등급 분류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의 요건

2. 내진범주 I의 요건에 따른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의 설계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와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요건

3. 공유로 인하여 어느 한 발전소의 사고 상황이 타 발전소의 순차적인 정지 및 냉각

기능 수행능력을 저해하는 경우 안전에 중요한 기기들은 각 발전소간에 공유를 금

지하는 것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4. 원자로냉각재의 순도를 유지시킴으로써 부식을 저감시키기 위한 재료의 적합성,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대형 파단, 급속 전파 손상 및 비정상 누출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 압

력경계)

5. 예상운전과도 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붕산수를 주입하여 부반응도를 제공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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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신뢰성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반응도 제어

계통)

6.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서의 누설 및 소형파단 사고시 원자로냉각재에 보충수를 

공급하고 소외전원상실사고와 동반한 단일능동고장시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일부분

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어야 하는 동 계통의 설계에 관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 제30조(비상노심

냉각장치)

7. 동 계통의 기기로부터 폐회로 계통을 통한 배기나 배수에 의한 방사능 제한에 관

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제33조(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8. 사고시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동 계통의 설계시 제어계획

및 누설감지설비에 관한 10 CFR 50.34(f)(20)(xxvi), "Additional TMI-Related

Requirements" 및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의 III.D.1.1의 요건

9. 교류전원완전상실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발전소의 능력을 지원하는 동 계통의 성능

을 입증하는 것에 관한 10 CFR 50.63(a)(2),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및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방침 C.3.2, C.3.3.4 및 C.3.5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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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4.1절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 동안 제어실 종

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어된 환경을 제공하며, 제어실 기기들의 운전성을 보장

한다.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의 일부분은 소내정전사고(SBO)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복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 계통에 대해서는 공기 흡입측에서 부터 기체 정화 및 처리계통 혹은 발전소 배

기계통으로 연결된 방출지점까지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및 제32조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검토 

범위에는 공기흡입구, 덕트, 공기조화설비, 여과기, 송풍기, 격리댐퍼 그리고 배기팬 등

이 포함되며 또한 주제어실, 배전 및 축전지실, 출입통제구역, 제어건물(control

building) 공기조화 기기실 및 전산실도 포함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의 안전성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동 계통에 대해 검토한다. 이 결정에 근

거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 후 후속 조치동

안의 악화된 환경으로부터 제어실 및 다른 안전관련 지역의 거주성 유지를 위해 

제어실 환기계통의 기능적 성능 요건들을 검토한다. 또한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한 

방사선, 연소 및 유독성 생성물의 영향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본 절에 대한 검

토는 안전심사지침 6.4절 ‘제어실 거주성’에 대한 검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

토주관부서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 다음 사항이 보장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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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일 능동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내진범주 기기 혹은 부품들의 고장으로 인해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제어실 종사자 및 기기를 위해 대기온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

3. 제어실 내부에 있는 오염된 공기의 검출, 여과 및 신속하고 안전한 방출능력

4. 화재, 고장 또는 오작동시 계통의 부분 격리능력, 격리 필요 감지능력 및 작동능력

5. 예상된 최악의 성능저하상태에서 환기계통에 의해 공조되는 지역의 필수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

6. 정상운전 시에는 대기상태에 있다가 사고조건 동안에 동작이 요구되는 기기를 작

동하고 필요한 격리를 수행하는 능력

7.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예상되는 환경조건과 소내정전사고시 

환기계통의 작동이 필요한 경우의 작동 여부

검토연계분야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내 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계통과 관련 지원계통을 감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최대 

가능 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

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3.7.4절, 3.8.4절과 3.8.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홍수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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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내 비산물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의 검토주관

부서가 수행한다.

5.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5.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고 에너지배관 및 중에너지배관의 파단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6.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7.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 규격과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I등급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11. 발전소 내에서 사고시 흡입구 및 배기구 근처에서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와 주

제어실 거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계통 능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발전소 주변으로 방출하기에 앞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제어실 환기계

통 여과기의 효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3.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 중 검사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

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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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절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계측 장비 및 전기기기(감지, 제어, 전력)의 설계,

환경 등급,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그리고 소내정전사고 요건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7.3절과 8.3.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화재방호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6. 방사선 방호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17.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8.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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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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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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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사건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

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는 소내정전사고와 

관련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①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제어실에는 제어계통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비상노심 냉각장치 등 비상시에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원자로 및 1차 냉각계통을 

구성하는 주요기기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주요계측장치의 계측결과를 표시

하고 기록하는 장치, 그 밖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주요장치를 집중시

켜 설치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제어실 및 이와 연결되는 통로 등에는 사고기간 동안 받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고조건하에서 운전원이 출입하거나 거주할 수 있

도록 방사선 및 유독기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사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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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 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

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

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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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계통의 설계가 다음 기준에 따른다면 타

당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와 

관련하여 계통이 지진 영향으로 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기준 3.2.3.1 (또는 RG 1.29의 C.1) 그리고 계

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기준 3.2.3.2 (또는 RG 1.29의 C.2)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이 계통의 내진 수용 능력과 연관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능

력을 잃지 않고 설계기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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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소외전원상실을 동반

하는 가상 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제어실 종사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어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설계기준지진의 경우에 제어실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RG 1.29는 제어실 거주를 위한 방호 요건

을 만족시키는 지침을 제공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은 제어실 지역의 거주성

이 유지되고 제어실 내의 기기들이 설계대로 작동되어 기능 상실 가능성을 최소

화하도록 하는 데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와 관련하여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 사고와 관련된 환경조건에 적합하고 

그 효과를 수용하도록 설계되며 동적 효과에 적절히 방호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 

계통에 의해서 공조되는 지역 내에 위치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에 제공되는 환경조건 조성의 적합성도 포함하여 평가하게 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하는 가상 사고

와 관련된 환경 상태에 적응할 수 있고 이들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가 기기고장이나 발전소 외부에서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산물, 배관 휩 및 분사 유체를 포함하는 동적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

될 것을 요구한다.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와 소외전원상실을 포함

하는 가상 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제어실에 적절하고 제어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다. 사고상태하에서 이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일부는 

사고에 따른 환경영향을 수용하고 가상 사고와 관련된 동적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은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관여하는 제어실 지역 내의 안전에 중요한 계통

과 기기 및 안전 관련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특별한 조건과 사건에 관련되어 

작동될 수 있도록 기대되는 환경 조건과 동적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함은 제어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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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계통이 안전기능수행을 위한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공하고 유지함으로써 안

전에 중요한 계통과 기기의 역할을 확실히 지원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관련하여 안전

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

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까지 차례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게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본래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음을 보인다

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간에 공유될 수 있다.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

조는 다수호기 중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 

계통의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발전소의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이 사고 조건에 따른 하중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은 발전소의 제어실에 있는 기기의 운전 환경은 특정 한계 이내

로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 지역

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소내정전사고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소내정전사고에 대처하거나 허용되는 대체교류전원(AAC)이 있는 경우 이 

사고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 해석은 사고 동안에 

기기 또는 계통의 잠재적인 기능 상실(즉,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을 포함한 공기조

화계통의 기능 상실 또는 기능 약화), 사고와 관련된 예측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이 환경 조건하에서 사고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기의 운전성 및 신뢰성, 사고와 

사고 후 회복 기간 동안에 작업자의 출입이 요구되는 발전소 지역의 거주성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준 만족여부는 안전규제지침 9.13의 II.3.나.4)(또는 RG 1.155

의 C.3.2.4)에 기술된 적용 기준을 만족함에 근거를 둔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소내정전사고(즉, 원자로 정지

와 동시에 소외전원과 소내 비상교류전원 상실)로부터 발전소가 복구되고 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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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최소 허용기간에 걸친 소내정전사고 해석이 

필요하며 대체 전원과 발전소 정지계통이 작동될 때까지 사고를 견딜 수 있거나 

해당 회복기간을 포함한 이 기간 동안에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규

제지침 9.13(또는 RG1.155)는 소내정전사고 요건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한다.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이 소내정전사고 동안 적절한 환경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이 

없어도 노심 냉각,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보수 및 사고를 견디거나 극복하기 위한 

다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제어실 지역 내의 기기는 사고와 관련된 예상 환경조

건하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내정전사고 해석은 사고 동안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기능 상실이나 기능 저하와 같은)에 기기나 계통의 예

상 고장, 사고와 관련된 예상 환경조건, 이 예상된 환경조건하에서 사고에 견디

는 데 필요한 기기의 작동성과 신뢰성 및 사고동안과 복구기간동안에 운전원의 

출입이 요구되는 발전소 지역에의 거주성이 적절히 기술되어야 한다.

이 사고와 사고복구에 필요한 기기의 기능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해석에

서 확인된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해당 부분은 이와 같은 지지 기능을 수행하

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요건은 소내정전사고 동안과 복

구기간동안에 예상할 수 있는 환경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운전원 조치가 취해지

고 제어실 지역의 필요한 장비가 동작할 수 있어서 노심이 냉각되고 격납건물 

건전성이 적절히 유지될 것을 요구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와 관련하여 

사고 조건에서 제어실의 출입 및 상주를 위한 충분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

다. 허용기준은 안전규제지침 10.4의 3.2 및 3.4(또는 RG 1.78의 C.3, C.7 및 C.14)

와 관련하여 발전소 대기로 유독성 화학물질의 누출에 대한 감지 및 계측, 이와 

같은 누출로부터 제어실을 격리하기 위한 계통능력, 단일고장기준을 만족하는 계

통능력에 대한 지침에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정상 운전중에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한 사고조건하에서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

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어실이 작동 상태로 유지될 것을 요

구한다.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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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사고조건 하에서도 제어실에 출입과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방사성 

및 화학 물질 방출로부터 적절히 방호될 것을 요구한다. 안전규제지침 10.4(또는 

RG 1.78)는 제어실 주거를 위한 방호 요건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요건은 사고조건하에서 제어실

에 출입과 거주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 등“와 관련하여 외부환경으로 기체상태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적절히 제어 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안전규제지침 10.3 및 10.5의 각각

에 대한 II.1 및 II.2(또는 RG 1.52 및 RG 1.140의 각각에 대한 C.1 및 C.2)에 해

당하는 경수로형 발전소의 사고 후 정화계통 및 정상 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 및 

흡착 설비를 위한 설계, 시험 및 보수 관련 지침을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발전소 설계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시에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는 

대책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안전규제지침 10.5와 10.3(또는 RG 1.140과 1.52)는 

경수로형 원전에서의 정상 배기계통 및 사고 후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내

의 공기 여과와 흡착 장치에 대한 설계, 실험 및 보수 기준을 제공한다. 대기정

화계통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기체 부유물내의 방사성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설계에 포함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은 기체 부유물내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정상운전과 예상운

전과도에서 10 CFR 20에 제시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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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설명과 배관 및 계장도(P&ID)가 정상 및 비상 운전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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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계통내의 기기 및 해당 지역의 대기 온도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

토한다. 계통의 성능 요건 관련 절에는 허용되는 기기의 운전 저하 조건(냉각기능

상실, 댐퍼누설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조건을 감지하고 대처하

기 위해 취해지는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어떤 능동 기기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능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KEPIC-MH, “공조기기“(또는 AG-1a-92 Addenda를 포함하여 ASME Code AG-1,

"원자력 시설내 공기 및 기체 취급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기기 배치도면, 기기 설명서 및 특성을 검토하여 다음을 

결정한다.

가. 계통의 필수 부분은 비필수 부분과 명확히 구별되고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장도에서 필수/비필수 부분 사이에 물리적인 분리선이 명확히 표시

되고 설계 등급분류 변화가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계통도에서 격리를 위

한 수단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계통설명에서 격리댐퍼에 대한 

최소 성능요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도면과 설명서에서 일련의 

2개의 자동구동 격리댐퍼가 필수 부분으로부터 비필수 부분 및 기기를 분리시

킴을 확인한다.

나. 필수부분으로부터 비필수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격리댐퍼를 포함하여 계통의 

필수 부분은 내진범주 I로서 분류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계 및 성

능 특성을 기술한 기기 및 계통 설명에서 내진범주 I 기기가 포함되었음을 확

인한다. 그리고 배관 및 계장도에서 설계 등급분류에 대한 변환 지점을 표시

하였는가 확인한다.

다. 설계조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가동 중 및 기능시험이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계

통설계도에는 동 프로그램에 의해 요구되는 팬 또는 격리댐퍼 주변의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유로가 있는지 확인한다.

3. 악화된 자연 현상, 발전소 주변 유독 화학물질 방출 또는 소외전원상실사고시 요

구되는 계통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며, 공학적 판단과 고장

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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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통의 비필수 부분의 고장 또는 내진범주 Ⅰ로 설계되지 않았고 계통의 필수

부분에 근접해 있는 다른 계통의 고장 혹은 본 계통의 필수부분을 지지, 감싸

거나 근접해 있는 비내진범주 구조물의 고장이 본 계통의 필수 부분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관련 구조물과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제시한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표 뿐만이 아니라 부지특성, 일반적 배열 및 배치도면이 기술

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기 조

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내용이 제시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나.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의 필수부분은 홍수, 태풍, 토네이도 및 소내, 외 비산물

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에 대한 방호 및 비산물 방호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기술되어 있다. 계통, 구조물 및 팬 실의 설계 및 위치가 

방호 정도에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계통이 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로부터 보

호될 수 있는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위치하거나, 계통의 기기들이 홍수 및 

비산물 효과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개별 구조물 혹은 개별 실에 위치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다. 흡입구를 통하여 제어실에 유입될 수 있는 공기 중 부유 오염 물질의 방출 사

고시에 제어실 거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오염물질의 농도와 종류를 검토하

여 이를 평가한다.

라. 전체 계통은 오염된 공기를 감지하고 계통내로 누설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

1)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에는 계통 입구에 방사선, 연기 및 독성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감시기 설치 여부를 나타내야 한다. 감시기는 제어실에 경

보를 작동시켜야 한다.

2)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에는 일렬로 배열된 2개의 자동작동 댐퍼에 의해 비

필수 부분이 격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야 한다.

3) 내부 재순환 여과 운전모드 혹은 한방향 환기 운전모드를 사용하여 오염된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에는 공기흡입구에서 연기를 감지한 후 주제어실을 

차단하는 설비가 있는지 확인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동으로 격리하게 되

나 항공기 충돌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자동격리가 

요구된다.

마. 필수 기기 및 부계통은 소외전원상실사고시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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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계통자체에 포함된 능동기기의 단일고장 혹은 계통으로 공급하는 

보조전원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의 계통설계가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 계통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

고서에서 소외전원상실사고에 의해 영향 받는 각 기기 혹은 부계통으로 인하

여 사고 후의 계통 운전이 제어실 종사자의 안전 혹은 필수기기의 성능에 영

향을 주지 않는지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 내용과 고장형태 및 영

향분석의 결과를 검토하여 계통의 기능 신뢰성을 확인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 설명, 배관 및 계장도,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

과를 검토하여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설계기준사고에서 계통 필수 부분의 기능

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분

석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평가해야 하며, 계통 도면에서 이 부품들의 이용도를 추

적한다. 그리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각 사고 상태에서 작동이 요구되는 기간 동

안에 최소한의 계통 격리나 여과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각 경우의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계통요건이 만족되면 허용

할 수 있다.

5. 소내정전사고기간 동안과 복구기간 동안에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 작동여부에 관

계없이 이 계통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은 적절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사

고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조건하에서 사고 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작동 및 운전원 

조치가 수행되는 지역의 거주성이 안전규제지침 9.13의 II.나.4)(또는 RG 1.155의 

C.3.2.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소내정전사고시에 작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계통이 소내정

전사고시에 요구되는 계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소내정전

사고기간과 복구기간 동안에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을 보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계통의 요구되지 않은 부분의 고장이 요구되는 부분의 기능에 악영향

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안전심사지침 7.3.1절 및 8.3.1절의 

담당자와 협조하여 사고 시 이 계통의 계측장비 및 전기부분이 적절히 기능을 발

휘하는지 평가하며 제어실 지역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에 대한 환경 제한치가 적

절히 고려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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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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실지역 환기계통은 공기 흡입구로부터 방출지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기와 

덕트를 포함한다. 계통의 어느 부분에 고장이 발생하여 방사성 물질이 누출 되었을 때 

전신에 0.5 rem을 초과하는 소외피폭 혹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에 등가하는 피폭을 

받았을 경우, 계통의 모든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안전관련 등급으로 분류된다.

검토자는 제어실 지역 환기계통에 대한 설계 및 기대되는 성능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및 제32조에 관련된 요

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짓는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규제기준 3.2.3.1 (또는 RG 1.29의 C.1) 그리고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

는 안전규제기준 3.2.3.2 (또는 RG 1.29의 C.2)에 따라 설계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2.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에 관련하여, 정상운전, 과도상태 혹은 사고조건 동

안 제어실 내에 설치된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환경 요건을 설계 제한치 이내에 

유지하는 능력을 보이기 위한 계통 설계에 있어서 동적 영향과 주변 악조건을 적

절히 고려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을 만족

한다.

3. '설비의 공유'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는 공유 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4. 신청자는 소내정전사고 동안과 그 복구 기간 동안에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

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는 기기가 위치한 제어실 지역에 운전원 출입과 기기 



제9.4.1절 개정 6 - 2018. 12- 15 -

작동성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환경 조건이 유지됨을 입증하였고 안전규제지침 

9.13(또는 RG 1.155)의 지침을 따르고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5. '원자로제어실 등'에 관련하여  안전규제지침 10.4(또는 RG 1.78)의 지침을 만족함

으로써 정상 및 사고조건동안 제어실에 거주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요건

을 만족한다.

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에 관련하여 안전규제지침 10.3과 10.5(또는 RG

1.52와 RG 1.140)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외부환경으로 기체상태 방사성물질의 배

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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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4.2절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사건 기간 및 핵연료 

취급사고 이후 종사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기체상태 방사성물질을 제어하고 사용 후 저

장조지역에서 환기상태를 유지한다. 동 계통은 공기입구측에서 부터 기체 정화 및 처리

계통 혹은 발전소 배기계통으로 연결된 방출지점까지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2조 및 제33조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검토

범위에는 공기흡입구, 덕트, 공기조화설비, 여과기, 송풍기, 격리댐퍼 그리고 배기팬 등이 

포함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펌프실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와 연계된 모든 지역

도 포함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의 안전성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동 계통에 대해 검토한다. 이 결정에 근

거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환경 악화사고 및 소외

전원상실사고 동안의 기능적 성능요건들을 검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 다음 사항이 보장됨을 검토한다:

가. 단일 능동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내진범주 기기 혹은 부품들의 고장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

기계통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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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다:

가. 저 방사성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 방사성 지역으로 공기를 직접 환기시

킬 수 있는 능력

나. 고장 또는 오동작시 계통의 부분격리 및 격리를 위해 필요한 감지능력

다. 정상운전시에는 운전되지 않지만 사고동안 운전이 요구되고, 필요시 격리조

치를 요하는 기기의 작동 능력

검토연계분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내 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계통과 관련 지원계통을 감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최대 

가능 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효과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

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3.7.4절, 3.8.4절과 3.8.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홍수에 대한 보호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소내 비산물에 대한 보호 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보호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5.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고 에너지배관 및 중에너지배관의 파단에 대한 보호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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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 규격과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I등급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11. 발전소 주변으로 방출하기에 앞서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어실 환기

계통 여과기의 효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

다.

12.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 중 검사 요건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13. 적절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필수 계측 장비 및 전기기기(감지, 제어, 전력)의 설계,

환경 등급,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그리고 소내정전사고 요건에 대한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7.3절과 8.3.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화재방호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정상운전중 방사선 공기배출 허용한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계통의 성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6. 계통으로부터 방사성 오염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능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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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사선 방호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18. 핵연료 취급 사고로 인한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방사선 평가 내용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15.7.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9.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0.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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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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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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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소 건물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

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 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

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

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①핵연료집합체 및 사용후핵연료(이하 "연료등"이라 한다)를 취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료등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2. 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녹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취급 중에 연료등이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

4. 연료등을 넣은 용기는 취급 중에 충격·열 등에 견디고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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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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계통의 설계가 다음 기준

에 따른다면 타당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와 

관련하여 계통이 지진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계통의 안

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기준 3.2.3.1 (또는 RG 1.29의 C.1) 그리고 계통

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기준 3.2.3.2 (또는 RG 1.29의 C.2)의 지

침에 따라야 한다.

이 계통의 내진 수용능력과 연관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설계기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가상사

건, 가상사고 동안과 가상 핵연료 취급사고 후에 해당 지역의 방사성 부유 물질

을 제어하고, 종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설비영역을 환

기시키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제시된 요건

은 설계기준 지진기간과 지진 후에 어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서도 0.5rem을 초

과하는 전신피폭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각 부위의 피폭의 가능성이 있는 소외 

방사선량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환기계통이 본래의 기능을 발

휘하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여, 설계기준 지진사고시에 공기 중 부유 방

사성 물질의 배출을 확실히 제어하는 것이다.



제9.4.2절     개정 6 - 2018. 12- 7 -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관련하여 안전

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

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까지 차례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게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본래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음을 보인다

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간에 공유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6조는 다수호기 중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로 전파

되지 않도록 이 계통의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이 사고 조건에 따른 하중을 수용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은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저장

조에 있는 기기의 운전 환경은 특정 한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 지역

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와 관련하여 외부환경으로 기체상태 방사성물질 배출시 적절히 제어 방출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허용 기준은 안전규제지침 10.3 (또는 RG 1.52)

및 안전규제지침 10.5 (또는 RG 1.140)의 각각에 대한 II.1 및 II.2 (C.1 및 C.2)에 

해당하는 경수로형 발전소의 사고 후 정화계통 및 정상 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 

및 흡착 설비를 위한 설계, 시험 및 보수 관련 지침을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발전소 설계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

하여 정상운전시에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는 대책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핵연료 저장조 내에서 사용 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동안에 핵연료 피복재가 

손상되어 대기 중으로 방사성 기체와 분무가 배출될 수 있다. 대기정화계통은 대

기 중으로 방출되는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성 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

용 후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설계에 포함된다. 안전규제지침 10.3 (또는 RG

1.52) 과 안전규제지침 10.5 (또는 RG 1.140)는 경수로형 원전에서의 정상 배기계

통 및 사고 후 공학적안전설비 대기 정화계통내의 공기여과와 흡착장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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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실험 및 보수기준을 제공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은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

성 물질의 방출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에서 10 CFR 20에 제시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와 

관련하여 정상운전 및 사고 후 조건하에서 핵연료 저장조 시설로부터 대기로의 

방사성 공기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격납건물, 격납시설 및 여과 설비에 대

한 계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핵연료 저장 및 취급, 방사성 폐기물 및 타 계통이 정상 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준은 그와 같은 설비가 

적절한 격납건물, 격납시설 및 여과 계통을 포함하여 설계될 것을 명시한다.

사용후핵연료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내에서 이동되어야 되고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이 대기 중 방사성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저장

조지역 환기계통의 설계는 이 방사성 부유 입자와 기체가 배기덕트에 도달하기 

전에 정상 환기계통을 격리시키고 비상여과 및 흡착계통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계통의 합당한 설계를 위한 지침은 RG 1.13, 규제방침 

C.4와 RG 1.25 (규제방침 C.4에 참조됨)에 제시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요건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와 가상 사고시에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10 CFR 20에 명시된 방사선량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III. 검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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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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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설명과 배관 및 계장도(P&ID)가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사

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기기 및 해당 구역의 대기환경 온도의 제한

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계통의 성능 요건 관련 절에는 허용 가능한 

기기의 운전 저하 조건(냉각기능상실, 댐퍼누설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

와 같은 조건을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

토한다.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어떤 

능동기기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능 수행능력이 있음을 결정한다.

계통의 검토에서 다음의 관련 산업표준을 만족함을 확인해야 한다.

ANSI/ANS-59.2-1985, "Safe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HVAC Systems

Located Outside Primary Containment," 및 ANSI/ASME AG-1-1985,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

2.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기기 배치 도면, 기기 설명서 및 

특성을 검토한다:

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 계통의 필수 부분은 계통의 비필수 부분과 명

확히 구별되고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장도는 이 같은 두 부분사

이에 물리적으로 명확히 표시되고 설계 등급분류 변화가 표시되어 있음이 확

인되어야 한다. 또한 계통도에는 격리를 위한 수단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

고, 계통 설명에서 격리 댐퍼에 대한 최소 성능요건이 명시되어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도면과 설명서에서 일련의 2개의 자동구동 격리댐퍼가 필수 부분으로부터 비

필수 부분 및 기기를 분리시킴을 확인한다.

나. 필수부분으로부터 비필수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격리댐퍼를 포함하여 사용 후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의 필수 부분은 내진범주 I로서 분류되어야 한다.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기계 및 성능특성을 기술한 기기 및 계통 설명에는 상기의 등

급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고, 배관 및 계장도에서 설계 등급분류에 대한 변환 

지점을 표시하였는가를 확인한다.

다. 설계 조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가동 중 검사 및 기능 시험이 

적절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산업표준인 ASTM D3803-89, "Standard Test

Methods for Radiological Testing of Nuclear Grade Gas Phase Absorbers,"를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자료가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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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술하고 있고, 계통도에는 동 프로그램에 의해 요구되는 팬 또는 격리댐

퍼 주변의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 유로를 보여준다면 허용할 수 있다.

3. 열악한 자연 현상 또는 소외전원상실사고에서 요구되는 계통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며, 공학적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계통의 비필수 부분의 고장 또는 내진범주 I로 설계되지 않고 계통의 필수 부

분에 근접해 있는 다른 계통의 고장, 혹은 본 계통의 필수 부분을 지지, 감싸

거나 근접해 있는 비내진범주 구조물의 고장이 본 계통의 필수 부분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관련 구조물과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제시한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표 뿐 아니라 부지 특성, 일반적 배열 및 배치 도면이 기술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기 조건

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내용이 제시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필수 부분은 토네이도, 태풍, 홍수 및 

소내, 외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에 대한 방호 및 비산

물 방호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기술되어 있다. 계통, 구조물 및 팬 실의 

설계 및 위치가 방호 정도에 적절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계통이 홍수, 비산물 

및 토네이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위치한다거나 계

통의 기기들이 홍수 및 비산물 효과에 견딜 수 있는 개별 구조물 혹은 개별 

실에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전체 계통은 오염된 공기를 감지하고 계통내로 누설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

야 한다. 다음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1) 배관 및 계장도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비필수 부분이 일

렬로 배열된 2개의 자동 작동 댐퍼에 의해 격리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2)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은 정상 환기계통을 자동으로 격리하고,

처음 오염된 공기입자와 기체가 정상 환기 배기덕트에 도달하기 전에 비상 

배기계통을 작동시켜 사용 후 지역으로부터 방사성 오염물을 여과하는 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라. 필수 기기 및 부계통은 소외전원상실사고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 계통자체에 포함된 능동 기기의 단일고장 혹은 계통으로 공급하는 

보조전원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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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한의 계통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소외전원상실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용

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기기 혹은 부계통이 계통의 유량 불균형을 

야기시켜 저방사성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방사성 지역으로 공기 흐름 방

향을 바꿔 놓지 않음을 검토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 내용과 고장

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검토하여 계통의 기능 신뢰성을 확인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계통 설명, 배관 및 계장도,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을 토대로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설계기준사고에서 계통 필수부분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음이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평가해야 하며, 계통 도면에서 이 부품들

의 이용도를 추적한다. 또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각 사고 상태에서 작동이 요구

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계통 격리나 여과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 경우의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계통

요건이 만족되면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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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은 공기 흡입구로부터 방출지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기기와 덕트를 포함한다. 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전

신에 0.5 rem 이상의 소외 피폭이나 혹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에 등가하는 피폭을 

받을 경우, 계통의 모든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안전관련 등급으로 분류된다. 신청자가 

제시한 사용 후 저장조지역 환기계통에 대해 설계기준 및 근거, 안전등급, 그리고 정

상, 비정상 및 사고 조건 동안 외부환경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배제하기 위한 계통성

능 요건을 근거로 하여 검토자는 본 계통 및 지지계통에 대한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2조 및 제33조에 관련된 요건을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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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고 결론짓는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본 계통은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

전규제기준 3.2.3.1 (또는 RG 1.29의 C.1) 그리고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

서는 안전규제기준 3.2.3.2 (또는 RG 1.29의 C.2)에 따라 설계되며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2. '설비의 공유'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는 공유 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에 관련하여 안전규제지침 10.3 (또는 RG 1.52)와 

안전규제지침 10.5 (또는 RG 1.140)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외부환경으로 기체상태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4. RG 1.13의 C.4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정상 및 사고 후 조건에서 핵연료 저장설

비로 부터 대기로 방사성 공기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여과기능 및 적절하게 격

리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

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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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4.3절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예상되는 사고 

후에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에 환기를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며 공

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제어한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은 공기입구측에서 부터 기체 정화 및 처리 계

통 혹은 발전소 배기계통으로 연결된 방출지점까지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2조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검토분야는 공

기 흡입구, 덕트, 공기조화설비, 여과기, 송풍기, 격리댐퍼 그리고 배기팬 등이 포함되

며 또한 방사성폐기물건물 및 출입통제 비방사지역과 이들과 연계된 보조건물에 있는 

안전관련 지역도 포함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 또는 동 계통의 일부가 안전 관련으로 설계

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동 계통에 대한 기능적 성능 요건 및 공

기 처리기기를 검토한다. 본 결정에 근거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환경 악화사고 및 소외전원상실사고 동안의 기능적 성능요건들을 

검토한다.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 다음 사항이 보장됨을 검토한다:

가. 단일능동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내진범주 기기 혹은 부품들의 고장으로 인해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

기계통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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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같은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검

토한다:

가. 저 방사성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 방사성지역으로 공기를 직접 환기시킬 

수 있는 능력

나. 고장 또는 오작동시 계통의 부분격리 및 격리를 위해 필요한 감지능력과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계통의 작동 능력

다. 정상운전시에는 운전되지 않지만 사고동안 운전이 요구되고, 필요시 격리를 

행하는 기기의 작동 능력 

검토연계분야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내 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계통과 관련 지원계통을 감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

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효과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3.7.4절, 3.8.4절과 3.8.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3.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 규격과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I등급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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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7.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 중 검사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

관부서가 수행한다.

8. 적절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필수 전기기기(감지, 제어 및 전원)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3절과 8.3.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정상운전중 방사선 공기배출 허용한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계통의 성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계통으로부터 방사성 오염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방사선 방호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12.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3.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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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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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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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

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 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

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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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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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계통의 설계가 다음 기준

에 따른다면 타당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와 

관련하여 계통이 지진 효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C.1과 비안전관련 분야에 대한 

C.2의 지침에 따름을 근거로 한다.

이 계통의 내진수용능력과 연관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설계기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소외전

원상실을 동반하는 가상 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에 환

기를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며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제어

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설계기준지진의 경우에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

계통의 필수 부분이 기능을 유지하고, 이 계통의 비필수 부분이나 내진범주 I 기

준에 따라 설계되지 않은 다른 계통의 고장이 전신피폭선량 0.5rem,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다른 부위의 피폭선량을 초과하는 소외 피폭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

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은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어 규제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 누출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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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호를 제공함을 확인하는 데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관련하여 안전

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

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까지 차례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게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본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음을 보인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간에 공유될 수 있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6조는 다수호기 중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로 전파

되지 않도록 이 계통의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발전소의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이 사고조건에 따른 하중을 수용하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은 발전소의 보조 및 방사성폐기

물건물에 있는 기기의 운전 환경은 특정 한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 지역

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와 관련하여 외부환경으로 기체상태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안전규제지침 10.3 (또는 RG 1.52)의 

II.2 (C.2) 및 안전규제지침 10.5 (또는 RG 1.140)의 II.1 와 II.2 (C.1 및 C.2)에 해

당하는 경수로형 발전소의 사고 후 정화계통 및 정상 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 및 

흡착 설비를 위한 설계, 시험 및 보수 관련 지침을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발전소 설계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시에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는 

대책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기능이 정상 배기계통으로부터 대기로 방

출되는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통의 설계에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가 적용된다. 안전

규제지침 10.3 (또는 RG 1.52) 과 안전규제지침 10.5 (또는 RG 1.140)는 경수로형 



제9.4.3절     개정 6 - 2018. 12- 7 -

원전에서의 정상 배기계통 및 사고 후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 내의 공기 

여과와 흡착장치에 대한 설계, 실험 및 보수기준을 제공한다. 대기정화계통은 대

기 중으로 방출되는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성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설계에 포함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은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

성물질의 방출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에서 10 CFR 20에 제시된 제한치를 초

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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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설명 및 배관 및 계장도(P&ID)가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기기 및 해당 지역의 대기 온도 제한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계통의 성능 요건 관련 절에는 허용 가능한 기기의 

운전 저하 조건(냉각기능상실, 댐퍼누설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조건을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기술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사용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어떤  능동기

기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기능 수행능력이 있음을 결정한다.

이 계통에 대한 검토는 관련 산업표준인 ANSI/ANS-59.2-1985, "Safe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HVAC Systems Located Outside Primary

Containment,"와 ANSI/ASME AG-1-1985,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를 만족한다는 확증을 보여야 한다.

2. 다음을 결정하기 위해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기기 배치 도면, 기기 설명서 및 

특성을 검토한다.

가.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필수부분은 계통의 비필수 부분과 명

확히 구별되고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장도는 이와 같은 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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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물리적으로 명확히 표시되고 설계 등급분류 변화가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계통도에 격리를 위한 수단이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

하고, 계통설명에서 격리댐퍼에 대한 최소성능요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가 검토되어야 한다. 도면과 설명서에서 일련의 2개의 자동구동 격리댐퍼가 

필수부분으로부터 비필수부분 및 기기를 분리시킴을 확인한다.

나. 필수부분으로부터 비필수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격리댐퍼를 포함하여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필수부분은 내진등급 I로서 분류되어야 한

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계 및 성능특성을 기술한 기기 및 계통설명에는 

상기의 등급분류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고, 배관 및 계장도에서 설계 등급분

류에 대한 변환 지점을 표시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 설계 조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내 기기에 대한 적절한 가동 중 검사 및 

기능 시험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표준인 ASTM D3803-89, "Standard Test

Methods for Radiological Testing of Nuclear-Grade Gas-Phase Absorbers"를 

따랐음이 보여져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정보가 시험과 검사 프로그램

을 제시하고 계통 도면이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팬 또는 격리 댐퍼 주변

의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 유로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설계는 적절하다.

3. 검토자는 계통의 필수부분이 지진 또는 소외전원상실 사고에서 요구되는 계통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과 고장

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계통의 비필수부분의 고장 또는 내진범주 Ⅰ로 설계되지 않고 계통의 필수부

분에 근접해 있는 다른 계통의 고장, 혹은 본 계통의 필수부분을 지지, 감싸거

나 근접해 있는 비내진범주 구조물의 고장이 본 계통의 필수 부분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관련 구조물과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제시한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표 뿐만 아니라 부지특성, 일반적 배열 및 배치 도면이 기술

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기 조

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내용이 제시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나. 방사성 오염물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및 부계통은 소외전원상

실사고시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자체에 포함된 능동

기기의 단일고장 혹은 계통으로 공급하는 보조전원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 계통의 계통설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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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최소 계통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소외전원상

실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의 기기 혹은 

부계통이 계통의 유량 불균형을 야기시켜 저방사성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방사성 지역으로 공기 흐름 방향을 바꿔놓지 않음을 검토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내용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검토하여 계

통의 기능 신뢰성을 확인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계통설명, 배관 및 계장도,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을 토대로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설계기준사고에서 계통 필수 부분의 기능을 보

장할 수 있음이 검토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분석내용을 평가해야 하며, 계통 도면에서 이 부품들의 이용도를 

추적한다. 그리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각 사고 상태에서 작동이 요구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계통 격리나 여과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각 경우의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계통 요건이 만

족되면 허용할 수 있다.

IV.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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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은 공기흡입구로 부터 방출지점에 이르기까지

의 모든 기기와 덕트를 포함한다. 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전신에 0.5 rem 이상의 소외 피폭이나 혹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이에 등가하는 피폭

을 받을 경우, 계통의 모든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안전관련 등급으로 분류된다. 신청자

가 제시한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건물 환기계통에 대해 설계기준 및 근거, 안전 등급,

그리고 정상, 비정상 및 사고 조건 동안 외부환경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배제하기 위

한 계통 성능요건을 근거로 검토자는 본 계통 및 지지계통에 대한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및 제32조에 관련된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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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짓는다. 이 결론은 다음에 근거를 두고 있다:

1.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규제기준 3.2.3.1 (또는 RG 1.29의 C.1) 그리고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

는 안전규제기준 3.2.3.2 (또는 RG 1.29의 C.2)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지진 영향

으로부터 견딜 수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

건을 만족한다.

2. '설비의 공유'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는 공유 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에 관련하여, 동 계통은 안전규제지침 10.3 (또

는 RG 1.52) 과 안전규제지침 10.5 (또는 RG 1.140)를 만족함으로써 기체성 방사

성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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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Engineered-Safety-Feature Atmospheric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bsorption Units of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13. ANSI/ANS-59.2-1985, "Safe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HVAC Systems

Located Outside Primary Containment"

14. ANSI/ASME AG-1-1985,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

15. ASTM D3803-89, "Standard Test Methods for Radiological Testing of Nuclear-Grade

Gas-Phase Absorbers“

16.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3.2.3, “내진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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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4.4절  터빈건물 환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터빈건물 환기계통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초래하는 사

고 후에 터빈건물에 환기를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며 공기 중 방사성물

질의 농도를 제어한다.

동 계통에 대해서는 공기흡입구에서 방출지점까지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6조, 제32조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다. 검토항목으로 공기흡입구, 덕트, 공기조화설비, 송풍기, 격리 댐퍼, 여과기 

그리고 배기팬 등이 포함된다.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검토는 터빈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에 연계된 안전관련 기기가 위치한 지역도 포함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터빈건물 환기계통 또는 동 계통의 일부가 안전관련 계통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

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동 계통에 대한 기능요건, 방법 및 기기를 검토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터빈건물의 공기조화계통 그리고, 발전소 정상운전동안 터

빈건물에 소량의 방사능을 함유한 누설기체를 정화시키고 조절하는 계통들은 안

전심사지침 본 절의 적용 대상인 안전관련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 결정에 근거하여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들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환경악

화사고 및 소외전원상실사고를 포함하는 가상사고 동안에 기능적 성능이 요건을 

만족하는 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검토주관부서는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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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대해 다음 사항이 보장됨을 검토한다.

가. 단일능동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내진범주에 속한 기기 혹은 부품 고장으로 인해 터빈건물 환기계통이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들을 검토한다.

가. 저 방사능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고 방사능 지역인 곳으로 공기를 직접 환기시

킬 수 있는 계통 능력

나. 고장이나 오작동시 그 계통의 부분들을 격리시키거나 격리에 필요한 감지능력

과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계통의 작동능력

다. 정상 운전중 작동하지 않다가 사고 중 작동이 요구되거나 필요시 격리조치를 

요하는 기기의 작동능력

검토연계분야

터빈건물 환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계통내 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계통과 관련 지원계통을 감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

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효과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3.7.4절, 3.8.4절과 3.8.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3.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 규격과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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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등급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7.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 중 검사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

관부서가 수행한다.

8. 적절한 운전에 필요한 모든 필수 전기기기(감지, 제어 및 전원)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3절과 8.3.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정상운전중 방사선 공기배출 허용한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계통의 성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계통으로부터 방사성 오염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보조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 환기계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방사선 방호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12.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3.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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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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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

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 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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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

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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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와 

관련하여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계통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안전관

련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기준 3.2.3.1 (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의 

C.1)과 비안전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규제기준 3.2.3.2 (또는 RG 1.29의 C.2)

를 만족해야 한다.

이 계통의 내진수용 능력과 연관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설계기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하

는 가상 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터빈건물에 환기를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출입을 

허용하며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설계기준지

진 동안과 후에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필수부분이 기능을 유지하고 이 계통의 비

필수부분이나 내진범주 I 기준에 따라 설계되지 않은 다른 계통의 고장이 전신피

폭선량이 0.5 rem,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다른 부위의 피폭선량을 초과하는 소

외피폭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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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은 터빈건물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어 규제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 누출이 없도록 하는 방호를 제공

함을 확인하는 데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관련하여 안전

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

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까지 차례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게 되는 경우를 포

함해서 본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음을 보인다면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간에 공유될 수 있다.

터빈건물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다수호기 중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 계통

의 기기들이 기본적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발전소의 터빈건물 환기

계통이 사고조건에 따른 하중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은 발전소와 관련된 기기의 운전환경은 특정 한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 지역에

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

을 요구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와 관련하여 주위 외부환경으로 기체상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적절히 제어 방

출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안전규제지침 10.3의 II.2 (또는 

RG 1.52의 C.2) 및 안전규제지침 10.5의 II.1 (또는 RG 1.140의 C.1)에 해당되는 경

수로형 발전소의 사고 후 정화계통 및 정상 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 및 흡착 설비

를 위한 설계, 시험 및 보수 관련 지침을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발전소 설계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시에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는 

대책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기능이 정상 배기계통으로부터 대기로 방출되는 기체 부유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통의 설계에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가 적용된다. 안전규제지침 10.5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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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1.140)과 10.3 (또는 RG 1.52)은 경수로형 원전에서의 정상 배기계통 및 사고 

후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내의 공기여과와 흡착장치에 대한 설계, 실험 및 

보수 기준을 제공한다. 대기정화계통은 대기 중 방출되는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

성 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설계에 포함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은 기체 부유물 내의 방사

성물질의 방출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에서 10 CFR 20에 제시된 제한치를 초

과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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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 설명과 배관 및 계장도(P&ID)가 정상 및 비상 운전시 

사용되는 동 계통내의 기기 및 해당 지역에 대한 대기 온도의 한계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계통 성능에 대한 요건 관련 절에는 허용 가능한 기기의 운

전 저하 조건(냉각기능상실, 댐퍼누설 등)을 기술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조건을 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통하여, 이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어떠한 능

동 기기의 상실 시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이 계통에 대한 검토는 관련 산업표준인 ANSI/ANS-59.2-1985, "Safety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HVAC Systems Located Outside Primary

Containment,"와 ANSI/ASME AG-1-1985,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를 만족한다는 확증도 보여야 한다.

2.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배치 도면, 기기 설명서 및 특징들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가.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은 계통의 비필수부분들과 명확히 구분되고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장도는 각 부분 사이의 물리적인 구분을 분명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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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계 등급분류 변화가 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계통 도면에서 격리시

키는 방법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되며 계통 설명에서 격리댐퍼에 

대한 최소성능 요구조건들을 명시하는지 검토한다. 도면과 설명서에서 일련의 

2개의 자동동작 격리댐퍼가 필수 부분으로부터 비필수부분 및 기기를 분리시

킬 수 있는지 검증한다.

나. 비필수부분으로부터 필수 부분을 분리하는 격리댐퍼를 포함한 동 계통의 필

수 부분들은 내진범주 I로 등급이 분류된다. 기계적 또는 성능특성을 기술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기 및 계통 설명에서 상기 내진 등급분류에 포함되는

지, 배관 및 계장도에서 설계 등급분류에 대한 변환지점을 표시하였는지를 검

토한다.

다. 설계조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내 기기에 대한 적절한 가동 중 검사와 기

능시험을 허용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표준인 ASTM D3803-89,

"Standard Test Methods for Radiological Testing of Nuclear-Grade

Gas-Phase Absorbers"를 만족해야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정보가 시험과 검

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계통 도면에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팬 또는 격

리 댐퍼 주변의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 유로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 설계는 적

절하다.

3. 검토자는 계통이 지진 또는 소외전원상실 사고에서 요구되는 계통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검증한다.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 고장 형태 및 영향분

석의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계통의 비필수부분의 고장 또는 계통의 필수 부분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내진

범주 I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은 다른 계통의 고장 혹은 동 계통의 필수부분을 

지지, 감싸거나 근접해 있는 비내진범주 구조물의 고장이 동 계통의 필수부분

의 운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관련 구조물과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제

시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 뿐만 아니라 부지특징이나 일반적 배열, 배치 도

면이 기술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상기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내용이 제시된다면 허용 가능하다.

나. 방사성 오염물질의 누출을 막는데 필요한 기기 및 보조계통은 소외전원상실 

사고시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자체에 포함된 능동기기

의 단일고장 혹은 계통으로 공급하는 보조전원의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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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계통설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소 계통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소외전원상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터빈건물 

환기계통의 기기 혹은 부계통이 계통의 유량 불균형을 야기시켜 저방사성 지

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방사성 지역으로 공기흐름 방향을 바꿔놓지 않음을 

검토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 내용,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통해 그 계통이 

요건들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 계통의 기능 신뢰성을 확인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 설명, 배관 및 계장도, 도면 그리고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을 토대로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하여 설계기준사고시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장

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분석내용을 평가해야 하며, 계통 도면에서 이 기

기들의 이용도를 추적한다. 그리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각 사고 상태에서 작동이 

요구되는 시간 내에 최소한의 계통격리나 여과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각 경우의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계통 요건이 

만족되면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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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계통은 공기 흡입구에서 방출지점까지 모든 기기와 덕트를 포함한다. 계통 고장

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에 의해 전신에 0.5 rem 이상의 소외 피폭이나, 신체 어느 

부위에 이에 상응하는 피폭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경우, 계통의 모든 부분은 안전관련 

등급 그리고 내진범주 I로 분류시키고 있다.

동 계통에 대해 신청자가 제시한 설계기준, 설계근거, 안전등급 및 모든 발전소 운

전조건동안 안전관련 기능에 어떤 악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계통 성능요건에 대한 검

토를 근거로 검토자는 동 계통 및 지지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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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비의 공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

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등의 관련 규정을 만족하고 있으며 동 결론은 다음에 근거한

다.

1.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규제기준 3.2.3.1 (또는 RG 1.29의 C.1) 그리고 계통의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

는 안전규제기준 3.2.3.2 (또는 RG 1.29의 C.2)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지진 영향

으로부터 견딜 수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

건을 만족한다.

2. '설비의 공유'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한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는 공유 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의 요건을 만족한다.

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에 관련하여, 동 계통은 RG 1.52와 RG

1.140, 안전규제지침 10.3 (또는 RG 1.52)와 RG 10.5 (또는 1.140)를 만족함으로써 

외부환경으로 기체상태 방사성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을 만

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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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4.5절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은 설계기준사고나 예상되는 과도상태시 공학적안전

설비 기기를 위해 적절하게 제어된 환경을 제공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공기흡입측에서부터 대기로의 방출지점까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및 제32조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

토한다. 검토 항목에는 공기 흡입구, 덕트, 공기조화설비, 유량조절장치, 격리댐퍼, 배

기구 및 배기팬 등을 포함한다.

동 계통의 검토는 안전관련 기기가 있는 지역 내에 제어된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

한 모든 환기계통들을 포함한다. 즉, 용수펌프건물, 디젤발전기가 위치한 지역, 비상노

심냉각계통펌프실, 기기냉각수 펌프실, 보조급수펌프가 위치한 지역, 사고를 완화시키

거나 미연에 방지하는데 필요하거나 원자로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들이 있는 지

역들을 포함한다.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동 계통의 다양한 부분들과 부계통들의 안전성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동 계통

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결정에 근거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들이 정상운전,

유해환경사건 그리고 소외전원상실을 포함한 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사

고동안 공학적안전설비가 위치한 구역에서 기능 및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

토한다. 검토주관부서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들에 대해 다음을 확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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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검토한다:

가. 단일능동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기능 및 성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나. 비내진범주 기기 혹은 부품의 고장이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의 손상을 발생시

키지 않는다.

2. 검토주관부서는 다음의 관점에서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들을 검토한다.

가. 이 지역에 위치한 기기가 적절한 성능을 발휘하도록 공조되는 구역의 대기 온

도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나. 고장이나 오작동 사고에서 그 계통의 일부분을 격리시킬 필요를 감지할 수 있

는 설비

다. 예견되는 최악의 상태로 성능이 저하된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에 의해 

공조되는 지역에 있는 안전설비 기기의 기능 수행능력

라. 저장된 축전지나 저장연료와 같은 기기들로부터 가연성 또는 폭발성 기체, 혹

은 연료-기체의 혼합물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계

통능력

마. 고장이나 오작동 사고 시 대기기기(다중기기)를 작동시키고, 정상상태 시 운전

은 하지 않지만 필요시 자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계통 능력

바. 공기 중에 떠있는 분진을 제어할 수 있는 계통 능력

3. 검토주관부서는 본 계통이 소내정전사고 동안에 작동해야 되는 기기를 포함하는 

지역에 적절한 환경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공학적안전설비 환기계

통을 검토한다. 이 검토는 작동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류된 기기의 고장이 소

내전원이 상실되었을 때 작동이 요구된 기기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검토연계분야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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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내 기기들의 내진 및 품질등급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계통과 관련 지원계통을 감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이 안전정지지진, 최대 

가능 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효과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

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설계 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

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3.7.4절, 3.8.4절과 3.8.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홍수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4. 소내 비산물에 대한 보호 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보호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6. 고에너지배관 및 중에너지배관의 파단에 대한 보호대책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7.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 규격과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시험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I등급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의 내진검증사항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기계 및 전기 기기의 환경 검증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의 검토주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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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수행한다.

11. 발전소 주변으로 방출하기에 앞서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제어실 환기계

통 여과기의 효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 중 검사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

관부서가 수행한다.

13. 계측 장비 및 전기기기, 기기 및 계통(감지, 제어, 전력)의 설계, 환경 등급, 설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장과 8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소내정전사고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화재방호 요건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6. 본 계통의 디젤발전기에 연소 공기를 공급하는 부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9.5.8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7. 정상운전중 방사선 공기배출 허용한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계통의 성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8. 계통으로부터 방사성 오염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지역 환기계통의 능력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19. 방사선 방호기준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2.3～12.4절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20.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장의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1.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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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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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1. 해당 부지 및 인근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록을 고려할 때 가장 심한 자연현상과 

외부 인위적 사건

2. 동시발생 확률을 고려한 정상운전 또는 사고조건의 영향과 자연현상 및 외부

의 인위적 사건 영향의 조합

3. 안전기능의 중요도

4. 발전소 건물배치 및 건물설계 단계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대책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환경 및 동적(동적) 영향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예상운전과도 및 설계기준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영향

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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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

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①원자로시설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고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

한 발전소내·외 전력계통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전소내·외 전력계통의 다중계통 중 어느 하나의 계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나머지 계통은 예상운전과도로 인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냉각재 압력

경계 설계조건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

력을 갖출 것

2. 설계기준사고시에도 노심냉각, 격납건물 건전성과 다른 필수기능들을 안전한 상

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량과 능력을 갖출 것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원자로시설은 생성되는 방사성물질을 적절한 형태 및 조건으로 처리하여 부지 내에 

저장하고 환경방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처

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

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내에 방사

성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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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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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계통의 설계가 다음 기준에 따

른다면 타당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와 관

련하여 계통이 지진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허용기준은 안전관련 분

야에 대한 안전규제기준 3.2.3.1 (또는 Regulatory(이하 ”RG“) 1.29의 C.1)과 비안

전관련 부분들에 대한 안전규제기준 3.2.3.2 (또는 RG 1.29의 C.2)를 만족해야 한

다.

이 계통의 내진 수용능력과 연관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

조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잃지 않고 설계기준지진의 영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유해환경사건 및 소외전원상

실을 포함하는 가상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에 적절하고 제어

된 운전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의 요건은 설계기준지진동안과 이후에 공학적안전설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

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공학적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함을 보증하여 노심 냉각

기능의 상실이나 격납건물 건전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와 관련하여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가상사고와 관련된 환경조건에 적합하고 

그 효과를 수용하도록 설계되며 동적 효과에 적절히 방호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 

계통에 의해서 공조되는 지역 내에 위치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에 제공되는 환경 조건 조성의 적합성도 포함하여 평가하게 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정상운전, 보수, 시험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함하는 가상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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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환경상태에 적응할 수 있고 이들의 영향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기기 고장이나 발전소 외부에서의 사건이나 조건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동적 영향(예, 비산물, 배관 휩 및 분사 유체의 영

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것을 요구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은 정상운전, 유해환경사건 및 소외전원상

실을 포함하는 가상사고동안과 사고 후에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에 적절하고 제어

된 운전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운전과 사고의 전 과정에 있어서 공

학적안전설비의 기능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추가해서, 이 계통은 가상사고와 

관련된 동적 효과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공학적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함을 보증하여 노심냉각 

기능의 상실이나 격납건물 건전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와 관련하여 안전

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유로 인하여 한 발전소

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까지 차례로 정지시키고 냉각시키게 되는 경우를 포

함해서 본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음을 보인다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발전소간에 공유될 수 있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발전소 설계시 다수호기 중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가 다른 발전소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 계통의 기기들이 기본

적으로 독립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각 발전소의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

통이 사고조건에 따른 하중을 수용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은 발전

소의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의 운전환경은 특정 한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다수호기 발전소 지역에서 한 발전소에서의 사고나 고장이 다른 호기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와 관련하여 필수 

전력계통의 적절한 기능을 보증하는 관점에서 동 계통은 분진이나 먼지의 축적에 

의해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필수 전력기기의 방호와 관련하여 NUREG-CR/0660

의 "Recommendations" 에 대한 보조 절 C의 항목 1과 보조절 A의 항목 2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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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내 및 소외전력이 공급될 것을 요구한다. 각 

전력계통은 규정된 핵연료 설계한계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이 예상

운전과도의 결과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추가하여,

가상사고의 경우에도 노심 냉각, 격납건물 건전성 및 다른 중대한 기능이 유지되

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과 관련하여, 발전소 설계는 디젤 발전기실에 있는 

전기 접점과 릴레이가 먼지, 오물 및 분진으로부터 보호됨을 보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접점과 릴레이는 완전한 개스킷으로 장치된 문을 가진 방진함 내에 설치되

어야 하고 환기 루버는 필터를 갖추어야 한다. 추가하여, 환기에 쓰이는 공기는 

여과되어야하고 바닥에서 7 m(20 feet) 이상인 곳에서 취해져야 한다.

이 요건은 예상운전과도와 가상 사고를 포함하는 모든 설비의 운전 단계에서 확

실한 전원공급이 제공되는 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와 관련하여 

소내정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충분한 용량을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지

원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소내정전사고에 대처하거나 이 사고에 견딜 수 있는 능

력(허용되는 대체교류전원이 있는 경우)을 결정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 해석은 

사고동안에 가능성이 있는 기기 또는 계통의 잠재적인 기능상실(즉, 공학적 안전

설비지역 환기계통을 포함한 공기조화계통의 기능상실 또는 기능약화), 사고와 관

련된 예측할 수 있는 환경조건, 이 환경조건하에서 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

기의 운전성 및 신뢰성, 사고와 사고 후 회복기간 동안에 작업자의 출입에 필요한 

발전소 지역 거주성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준 만족 여부는 안전규제지침 9.13

의 II.3.나.4) (또는 RG 1.155의 C.3.2.4)를 포함하여 안전규제지침 9.13 (또는 RG

1.155)의 적용기준을 만족함에 근거를 둔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소내정전사고(즉, 원자로정지와 

동시에 소외전원 상실과 소내 비상교류전원 상실)로부터 발전소가 복구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 최소허용기간에 걸친 소내정전사고해석이 필

요하며 대체교류 전원과 발전소 정지계통이 작동될 때까지 사고를 견딜 수 있거

나 해당 회복기간을 포함한 이 기간 동안에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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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침 9.13 (또는 RG 1.155)는 소내정전사고요건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한다.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이 소내정전사고 동안 적절한 환경조건을 유지하는 

기능이 없어도 사고 동안 견디거나 극복하기 위한 다른 기능과 노심냉각, 격납건

물 건전성 유지보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는 사고와 관련된 예상 환경조건하

에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내정전사고해석은 이 사고동안(공

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기능상실이나 기능저하와 같이)에 기기나 계통의 

예상 고장, 사고와 관련된 예상 환경조건, 이 예상된 환경조건하에서 사고에 견디

는 데 필요한 기기의 작동성과 신뢰성 및 사고동안과 복구기간 동안에 운전원의 

출입이 요구되는 발전소 지역에의 거주성이 적절히 기술되어야 한다.

이 사고와 사고 복구에 필요한 기기의 기능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해석에

서 확인된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의 해당 부분은 이와 같은 지지기능을 

수행하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요건은 소내정전사고 동안과 복구

기간동안에 예상할 수 있는 환경조건하에서도 필요한 운전원 조치가 취해지고 필

요한 기기가 동작할 수 있어서 노심이 냉각되고 격납건물 건전성이 적절히 유지

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

설“와 관련하여 외부환경으로 기체상태 방사성물질의 배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능력이 있어야한다. 허용기준은 안전규제지침 10.3의 II.2 (또는 RG 1.52

의 C.2) 및 10.5의 II.1 (또는 RG 1.140의 C.1) 에 해당하는 경수로형 발전소의 사

고 후 정화계통 및 정상 정화계통의 공기여과기 및 흡착설비를 위한 설계, 시험 

및 보수 관련 지침을 따름을 근거로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발전소 설계시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시 기체 부유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제어하는 대책

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안전규제지침 10.5 (또는 RG 1.140)와 10.3 (또는 RG 1.52)는 경수로형 원전에서

의 정상배기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 대기정화계통 내의 공기여과와 흡착장치에 

대한 설계, 실험 및 보수기준을 제공한다. 대기정화계통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기체부유물내의 방사성물질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

계통의 설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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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요건은 기체부유물내의 방사성

물질의 방출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에서 10 CFR 20에 제시된 제한치를 초과

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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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설명서, 배관 및 계장도(P&ID)가 정상운전시 사용되는 

동 계통의 기기를 적절히 보여주며, 공조되는 지역의 대기 온도 제한치를 제시하

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계통의 성능 요건 관련 절에는 허용 가능한 기기의 

운전 저하(기능상실, 댐퍼 누설)를 제한하고 이런 상황들을 감지하고 대처하는 절

차가 설명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적절한 고장형태나 영향분석을 통하여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이 어떤 능동적 기기의 상실사고로 부터도 견딜 수 있는지 

결정한다.

2. 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 배치 도면, 기기 설명서 및 특성이 다음을 결정할 수 있

는지 검토한다.

가.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의되고, 계통의 비필수부분으로부터 격

리될 수 있어야 한다. 배관 및 계장도에는 각 부분사이의 물리적 구분과 설계

등급변화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계통 도면은 또한 격리 방법이 기술

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계통 설명에는 격리 댐퍼의 최소 성능에 대한 

요건들이 정의되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도면이나 설명서는 2개의 일련의 자

동구동 격리댐퍼가 필수부분과 비필수부분을 분리시킬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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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필수부분으로부터 필수부분을 분리시키는 격리댐퍼를 포함하는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은 내진범주 I급에 속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계 및 성능 특성

을 기술한 기기 및 계통 설명서에서 상기 등급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및 계장도에서 설계 등급의 차이를 표시하였는지 확인한다.

다. 설계조항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의 적절한 가동 중 검사 및 성능 시

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만약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시험이나 

검사 프로그램을 기술하고, 계통 도면이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격리댐퍼

나 팬 주변의 시험에 필요한 재순환 유로를 보여주어야 한다.

3. 소외전원상실사고나 유해환경사고시 요구되는 계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계통이 설계되었는지 검토하며, 공학적 판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통하

여 다음의 사항들을 평가한다.

가. 동 계통의 필수부분과 근접하여 위치한 비내진 계통, 기기, 구조물의 고장이

나 비필수부분의 고장이 동 계통의 필수 부분들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관련 구조물 및 계통에 대한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설명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의 표 뿐만이 아니라 부지 특성, 일반 배열 및 계통 도면을 기술한 안전성분

석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동 계통의 필수부분들은 홍수, 태풍, 토네이도 및 소내, 외 비산물의 영향으

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 방호나 비산물 방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기술되어 있다. 계통, 구조물, 팬 실의 설계나 위치는 방호 차원에서 적절히 

결정되어야 한다. 계통이 토네이도,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내

진범주 Ⅰ 구조물 내에 위치하거나, 계통의 기기들이 홍수 및 비산물 효과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개별 구조물 혹은 개별 실에 위치한다면 타당하다.

다. 전체 계통은 각 계통으로부터 공기오염의 감지나 누설을 제어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다음 사항을 만족시키면 허용가능하다:

1) 일렬로 배열된 두 개의 자동으로 작동되는 격리댐퍼에 의해 공학적 안전설

비지역 환기계통의 비필수부분을 격리시킬 수 있는지 배관 및 계장도에서 

보여준다.

2) 대기 온도가 기기의 설계온도를 초과하기 전에 공학적안전설비가 있는 구

역에서 환기 기기가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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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필수 기기 또는 부계통들은 소외전원상실사고시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계통설계는 만약 계통에 공급되는 보조 전원의 고장이나 계

통 자체 내에 포함된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을 가정할 경우, 동 계통의 계통 설

계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최소계통요건을 만족시키면 허

용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소외전원상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계통이나 동  

계통의 기기로 인해 계통성능이 어떤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과 고장형태 및 영향

분석을 검토하여 계통의 기능 신뢰성을 만족시키는지 검토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 설명, 배관 및 계장도, 계통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을 검토하여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한 설계기준사고시 계통의 필수부분이 제 기능

을 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증할 수 

있도록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분석내용을 평가해야 하고, 계통도에서 이러

한 부품들의 이용도를 추적하고, 각 사고 상황에서 작동이 요구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계통격리나 여과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를 검토해야 한다. 각 경우의 설계에 대해 최소한의 계통 요건이 만족되면 허용

할 수 있다.

5. 동 계통은 적합한 방법으로 분진 축적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계통설계가 되어있는

지 검토되어야 한다. 계통배열은 전기함이 적절하게 밀봉과 개스킷이 되어있는지 

또는 모든 공기의 흡입구 바닥에서부터 부지정지표고(Grade Elevation)까지 최소 

7 m(20 feet)가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6. 소내정전사고기간 동안과 복구기간동안에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 작동여

부에 관계없이 이 계통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은 적절한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소내정전사고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조건하에서 사고대응에 필요한 시설의 작동 

및 운전원 조치가 수행되는 지역의 거주성이 안전규제지침 9.13의 II.3.나.4) (또는 

RG 1.155의 C.3.2.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한다. 공학적 안전설

비지역 환기계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내정전사고시에 작동되는 것으로 되어 있

는 경우, 검토자는 이 계통이 소내정전사고에서 필요에 따라 동작되도록 설계되

었는지 여부, 소내정전사고기간과 복구기간동안에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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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계통의 요구되지 않은 부분의 고장이 요구되는 

부분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본 안전심사

지침 I절에 기술된 다른 검토자와 협조하여 소내정전사고시 공학적안전설비 환기

계통의 계측장비 및 전기부분이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는지 평가하며, 계측장비 

및 전기기기에 대한 환경 제한치가 적절히 고려되어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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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적 안전설비지역 환기계통은 공기 흡입구에서 배기지점까지 계통과 연계된 모

든 기기와 덕트를 포함한다. 계통의 어느 부분에 고장이 발생하여 방사성 물질 누출이 

되었을 때 전신에 0.5 rem 이상의 소외 피폭이나, 신체의 어느 부분에 이에 상응되는 

피폭을 받을 경우, 계통의 모든 부분은 내진범주 I급 및 안전관련 등급으로 분류된다.

신청자가 제시한 공학적안전설비 환기계통에 대한 설계기준 및 근거, 안전등급 그

리고 정상, 비정상 및 사고조건동안 본 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학적안전설비 지역

의 기기의 오동작을 배제하기 위해 계통 성능요건을 근거로 검토자는 공학적 안전설

비지역 환기계통 및 지지계통에 대한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및 제32조를 만족하는지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

은 다음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규제기준 3.2.3.1(또는 RG 1.29의 C.1)과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기

준 3.2.3.2(또는 RG 1.29의 C.2)를 만족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 정상운전,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 

동안 이 지역에 위치한 안전에 중요한 기기의 환경조건 설계 제한치 이내로 유지

하는 능력을 보이기 위한 계통 설계에 동적 효과와 환경 악조건을 적절히 제시하

여 환경요건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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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어떠한 가상 단일 능동고장도 

이 계통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요구되는 안전기능

을 수행하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는 공유능력에 관한 요건을 만족한다.

4. 분진이나 먼지의 축적과 관련된 NUREG-CR/0660의 지침을 만족함으로써 필수 

전력계통의 적절한 기능 확보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소내정전사고동안과 그 복구기간동안에 발전소

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는 기기가 위치한 지역에 운전원 

출입과 기기 작동성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이 유지됨을 입증하였고 안전

규제지침 9.14 (또는 RG 1.155)의 지침을 따르고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안전규제지침 10.3 (또는 RG

1.52)과 10.5 (또는 RG 1.140)의 요건을 만족하여 외부환경으로의 방사성 기체의 

누출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계통의 능력과 관련된 요건을 만족한다.

V.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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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6.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10.3, “사고시 공기정화계통 여과기 설계, 검사 및 시

험 기준”

7.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10.5, "정상시 여과기“

8.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지침 9.13, “발전소정전사고”

9.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규제기준 3.2.3, “내진등급분류”

10. 10 CFR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11.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제9.4.5절     개정 6 - 2018. 12- 16 -

12. 10 CFR 50, Appendix A, GDC 2, "Design Bases for Protection Against Natural

Phenomena."

13. 10 CFR 50, Appendix A, GDC 4, "Environmental and Missile Design Bases."

14. 10 CFR 50, Appendix A, GDC 5, "Sharing of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15. 10 CFR 50, Appendix A, GDC 17, "Electric Power Systems."

16. 10 CFR 50, Appendix A, GDC 60, "Control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Environment."

17. Regulatory Guide 1.52, "Design, Testing and Maintenance Criteria for Atmosphere

Cleanup System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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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tilation Exhaust System Air Filtration and Absorption Units of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Plants. “

19. Regulatory Guide 1.155, "Station Blackout. “

20.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

21. NUREG-CR/0660, "Enhancement of Onsite Emergency Diesel Generator Reliability. “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9.5.1

개 정 번 호 6

발 행 일 자 2018.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9.5.1

제 목 : 화재방호 계획

검토주관부서 : 계통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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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경 ‘09.12 금오현 ‘09.12

4 김위경 ‘14.11 민복기 ‘14.12

5
이상규

배용범
‘16.4 민복기 ‘16.5

6 이심원 ‘18.9 김종갑 ‘18.10



- 2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1절  화재방호 계획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Fire Protection Plan)의 목적은 심층방어개념을 통하여 

원자로 안전정지·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과 관련된 화재방호 목표가 만족됨을 보

장하는 것이다. 심층방어개념은 (1) 화재의 발생을 방지 (2)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하여 

즉각적인 제어 및 진화 (3) 화재진압활동에 의해 즉각적으로 진화되지 않은 화재가 원

자로 안전정지·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운전이 허가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

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방호운영계획서 작성, 변경 및 이행결과 관리 

․초동소방대의 조직, 운영, 훈련 및 결과 관리 

․가연성물질의 관리 및 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점화원을 유발하는 작업 등을 감독하기 위한 화재감시인 제도 운영 및 관리 

․화재위험도분석에 영향을 주는 설계 및 운전방법의 변경 관리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 

․화재방호계통 유지 및 관리 등에 대한 품질보증 

․화재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 

․화재진압대책 개발 및 관리 

․화재비정상운전절차 개발 및 관리 

․자체소방대 및 소방관서의 소방대(이하 "외부소방대"라 한다) 진압활동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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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화재사건보고서 작성,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화재관련기록 유지 

화재방호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자의 신청 서류의 형태와 범위에 따라 

다양하다.

이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은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화재방호운영계

획의 검토에 적용될 수 있다.

․ 신규 원전 건설 운영허가 및 표준설계인가 신청서

․ 계속운전 관련 신청서

․ 출력증강 관련 변경허가 신청서

․ 화재방호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타 변경허가 신청서

․ 면제신청서 및 화재방호계획에 영향 주는 기타 변경허가

․ 기타 화재방호운영계획 및 화재위험도분석 관련 제출 서류

본 안전심사지침서 9.5.1항(화재방호계획)은 결정론적인 심사지침서이다. 특별히 언

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심사지침은 기존 원자력발전소 및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적

용할 수 있다.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규제지침 10.6(화재방호)에 있다.

검토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참조하여 사업자의 신청서류에 기술된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을 검토한다. 특히 검토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제출 서류의 형태 및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1. 화재방호운영계획서 : 화재방호운영계획 관련 조직의 권한 및 책임, 행정정책, 화

재예방관리, 기행·운전·점검·비상 절차서, 품질보증, 방화지역별 접근 및 대피로,

초동소방대 능력, 비상대응능력

2.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 ①화재방호구역의 구분, ②원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③화재위험성 평가, ④ 소방시설 등, ⑤설계기준화재의 범주, ⑥원자로안전정지·

잔열제거 능력 ⑦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3. 발전소 배치도 및 진입/대피로 : ①화재진압활동 및 현장운전원 수동조치를 위한 

배치도 및 진입/대피로 ②시설배열 관련 배치도 및 진입/대피로 ③안전에 중요

한 다중 계통을 격리 또는 이격을 위한 구조적 설계특성

4. 화재 감지, 경보, 진압계통의 선정 및 설계 : ①화재위험도분석, ②내화방벽(관통

부 밀봉 포함)의 설계·시험·등급·점검, ③불연성 자재의 사용, ④바닥배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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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 및 통신계통의 설계에 근거한 화재 감지, 경보, 진압계통의 선정 및 설

계 관련 평가서/계산서/감리결과보고서 등

5. 화재방호계통 배관 및 계측 도면(P&ID) : ①다중성 장비 관련 내용이 포함된 화

재방호계통 배관 및 계측 도면, ②화재방호 설계기준 및 고장모드 영향분석 내용

이 반영된 화재방호계통 배관 및 계측 도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기기에 

대한 화재방호계통 고장 또는 오동작으로 인한 잠재영향 포함)

6. 다수호기 부지에서 인접한 호기들의 건설·정지·폐로 기간에 화재방호 및 관리방

안 : ①공유된 화재방호계통에 대한 건전성 및 운전가능성이 유지됨을 입증하기 

위한 화재방호 및 관리방안, ②한 호기에서 화재위험으로 인해 인접한 호기에 악

영향을 주지 않음을 검증하기 위한 화재방호 및 관리방안

7. 가동 및 신규 원전의 화재 이후 안전정지분석 : 화재 이후 안전정지분석에는 다

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화재 이후 안전정지 기능을 위해 필요한 계통 및 기기 

목록, ②방화지역별 계통 및 기기의 배치상태, ③다중 안전정지 계통 및 기기 간

의 격리상태, ④안전정지 계통 및 기기를 위한 화재방호, ⑤비안전 계통, 화재방

호계통 및 안전에 중요한 계통 간의 잠재적 상호영향(안전정지 기능에 잠재적 악

영향) 또한 신규 원전 설계는 동 안전심사지침서 따로 붙임 1의 개선된 화재방호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8. 초기시험계획 : 검토부서는 동 안전심사지침과 관련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초기시험계획을 안전심사지침서 14.2(발전소 초기시험계획)에 따라 검토해야 한

다. 동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발전소 초

기시험계획의 심사는 종결될 수 없다. 또한 검토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4.2(발전소 

초기시험계획)를 만족할 수 있도록 동 안전심사지침 관련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확인되고 적합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9. 운영계획 설명 및 이행 : 검토부서는 화재방호계획의 설명 및 이행계획을 검토한

다. 검토부서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3장(발전소 운영)에 화재방호계획 관련 설

명 및 이행계획이 수록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의 요건에 근거한 화재방호계획이 

동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검토연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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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평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가. 본 안전심사지침에 따라 화재방호계통 설계, 화재위험도분석 및 화재방호운영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9.1에 따라 화재로 인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다.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4.1.2.1에 따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자연재

해로 인한 발전소 화재 관련 광역손상의 완화전략 적합성을 검토한다.

라.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지침 4.1.2.2에 따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인위적재해

로 인한 발전소 폭발 또는 화재 광역손상 완화전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2. 중대사고·리스크평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19.1에 따라 화재로 인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검토 수행 시 신청 서류의 형태와 범위에 따라 다음의 법적 요건과 허용기준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적용한다.

규제요건

다음과 같은 규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 이 규정

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

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관련 계통의 중대한 기능상실로 인한 노심손상 가능성을 감

소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자로안전정지, 잔열



- 6 -

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원자

로시설 전체에 가능한 한 비가연성 또는 내화·내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

재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계통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계통의 고장·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

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않아야 한

다. 또한,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각 방화구역별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

토하고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 조치가 적합한지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평가

를 수행하여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

성이 최소화됨을 보장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이 규정에서는 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할 수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 단,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고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만 허용하고 있다. 잠재적 화재 또는 공유된 화재방호계통이 공유된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든 안전요건 및 순차

적 정지·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지 평가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 이 규정에서는 원

자로시설에는 화재 등에 의하여 원자로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원자로제

어실로부터 물리적·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원자로제어실외의 장소에서 안전정

지상태의 달성 및 유지를 위한 발전소 운전기능 제공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 : 이 규정에서는 

파손, 전력·계기용 공기 등의 에너지원 상실 또는 최악의 가상환경조건에서도 고

장-안전 기능에 의하여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재사건

이나 화재방호계통의 오동작으로 인한 최악의 가상환경조건에 노출된 경우 보호

계통은 고장시 안전한 상태로 전환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화재방호계획) 및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 이 규정에서는 

심층방어개념을 통하여 원자로 안전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능력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도록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화재방호활동을 수행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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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기나 절차, 인적자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본 절에서는 앞서 기술한 관련 규제요건이 만족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안전

심사지침 허용기준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러한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규제요건을 

대체할 수 없으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준수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자의 설계·분석기술·방법론과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이 다를 경우,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사업자의 확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대비 사업자의 대체방

안이 규제요건 준수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1. 규제지침 10.6 화재방호(KINS/RG-N10.06) :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관련 종합적

인 규제입장 및 지침이 규제지침 10.6에 제시되어 있다.

2. RG 1.191 “영구정지 기간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 : 영구정지 원자력발전소

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의 목적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규제입장이 설정되어 있다.

동 검토는 영구정지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 안전심사지침에 따른다.

3. RG 1.188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을 위한 표준 양식 및 내용” : 계속운전을 위한 

화재방호계획 관련 고려사항(경년열화 등). NEI 95-01(10CFR54요건(인허가 갱신 

관련 규정)의 이행에 관한 산업계 지침)을 RG 1.88에서 준용하고 있다.

4. 신형로 설계에 대한 개선된 화재방호 허용기준（SECY 90-016, SECY 93-087,

SECY 90-016) : 진화된 경수로형 원전에 대한 개선된 화재방호 기준은 SECY

90-016에 수립 되었다. 피동형 노형설계를 포함하기 위해 확대된 화재방호 기준

이 SECY 93-087에 있다. SECY 90-016 및 SECY 93-087은 USNRC의 승인을 받았

으며, SECY 94-084는 피동형 경수로 설계를 위한 안전정지 기준을 설정하고 있

다.

5. 화재방호계획 관련 발전소 운영계획 및 이행 : 운영허가 심사 시 검토부서는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전소 운영계획 및 이행에 대한 설명을 검토해야 한다. 화재방호계획 관련 

발전소 운영계획은 연료장전 이전에 완전히 이행되고 있어야 한다.

6. 화재위험도분석 관련 허용기준 : 검토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및 규제지침 10.6에 따라서 원자로의 안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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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한다.

Ⅲ. 검토절차

검토부서는 다음에 기술되어 있는 검토절차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선정한다. 검토

절차는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검토부서는 사업자의 평가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의 평가에서 제시한 대체방안

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장 허용기준에 기술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인정 가

능한 방법임을 보여야 한다.

검토부서는 신청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한다.

1. 신규 인허가신청

본 안전심사지침 I장 검토분야에 나열된 모든 분야가 신규 원전 인허가신청의 심

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단계에서는 화재방호계획이 완전하

게 개발될 수 없으므로 최종적인 검토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단계에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따로 붙임 1에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었다. 표준설계인가 검토

부서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설계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

증하기 위해 신규 원전 인허가신청 검토절차를 따라야 한다. 검토부서는 예비안

전성분석보고서 단계에서 본 안전심사지침 I장 검토분야에 나열된 분야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단계에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및 화재

방호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최종 검토한다.

2. 계속운전 인허가신청

검토부서는 규제지침 10.6의 준수를 위해 요구되는 화재방호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5)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경년열화관리 대상범위에 포함되었는지 

검토한다. 동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하여 경년열화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

인한다. 따로 붙임 2에 추가적인 지침이 제공된다. 검토부서는 계속운전 인허가신

청을 위한 화재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검토부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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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증강 인허가신청

검토부서는 출력증강 관련 변경사항이 화재 이후 안전정지 달성 및 유지 능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화재방호 관련 규제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하는지 검토한

다. 변경허가를 통해서 출력증강 관련 변경사항이 요청 및 승인되어야 한다. 따로 

붙임 4에 출력증강 관련 추가 지침이 제공된다. 검토부서는 출력증강 변경허가신

청을 위한 화재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검토부서를 지원한다.

4. 화재방호계획 관련 완화요청

검토부서는 화재방호 관련 규제요건에 대한 완화요청을 검토한다. 검토부서는 사

업자의 성능기반에 따른 기술적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완화요청이 타당한지 결정

한다. 규제지침 10.6에 완화요청의 검토를 위한 상세한 기준 및 지침이 제공된다.

화재 모델링 등이 완화요청에 사용된다면, 규제지침 10.6, 동 안전심사지침,

NFPA805 등이 검토에 고려된다.

Ⅳ. 평가결과

검토부서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심사보고서

에 아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 및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검증한다.

1. 신규원전 

검토부서는 화재방호계획의 설계기준과 관련된 이행사항이 적절하고, 신규 원전

에 대한 허용기준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검토부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사업자의 화재방호계획 설계기준 및 관련 

이행사항은 적합하며, 사업자 인허가 신청형태에 따른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을 

만족하였다. 위의 기술한 바와 같이 검토부서는 사업자가 안전지침 10.6 및 관련 

산업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사업자는 한 방화지역에 모든 장비가 화재로 인해 운전불가능하고 보수·운전원수

동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자로를 안전정지상태로 도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사업자의 설계에 주제어실로부터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격리된 대체 

안전정지 능력이 제공되고 있다. 사업자 설계에 하나의 안전정지 계열이 화재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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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부터 보장되도록 격납건물 내에 다중 안전정지 계통에 대한 화재방호가 제

공되고 있다. 사업자의 설계에 연기, 고온기체, 소화약제가 다른 방화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안전정지 능력에 악영향이 없음을 보장하고 있다.

사업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다중 호기 간 공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포함) 화재 및 폭발 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도록 하였다. 사업자 

설계에 가능한 한 불연성 및 내열재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업자 설계에 화재 

감지, 진압 및 진화 능력을 제공하였으며,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

에 화재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반영하였다.

사업자 화재방호계획과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의 차이점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시

한 대체방안은 규제요건 준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모든 도출된 안전현안을 해결

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다.

2. 완화요청 

검토부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사업자의 화재방호 관련 완화요청은 타당

한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완화요청에 대한 사업자의 분

석 및 정당화를 검토한 결과, 발전소는 화재 이후 안전정지 상태를 도달 및 유지

할 수 있고 방사성물질 누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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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붙임 1

신규 원전을 위한 화재방호 기준

특별하게 다른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본 붙임자료는 신규 원전 화재방호계획

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원전을 제외한 국내 가동 중인 경수로형 원전에 대한 현재의 화재방호 요건

이나 지침은 대부분은 1981년 개발된 Standard Review Plan Branch Technical

Position 9.5-1이다. 신규 원전 설계에 대해서 안전정지 성능의 보호와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를 포함한 보다 강화된 화재방호 요건이 발전소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부터 고

려되어야 한다.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화재방호 설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물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장비 및 인력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사항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발전소 설계와 행정계획에 대한 요소(즉,

신청자 화재방호요원 및 조직, 품질보증, 절차, 화재예방계획 및 훈련), 소방대 및 비상

대응 능력, 화재방호계통 및 설비의 최종설계 그리고 화재 이후 안전정지 능력의 분석 

및 설계 등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다.

1. 강화된 화재방호기준

기존 원전에서의 운전경험과 내부화재사건의 실험적 견해를 근거로 하여 안전정지

성능을 위한 화재방호가 신규원전 설계에 대해 강화되었다.

설계자들은 안전정지가 어떤 하나의 방화지역(제어실이나 원자로 격납건물을 제외)

의 모든 장비가 화재에 의해 운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위해 방화지역으

로 재진입이나 운전원 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정하고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인 배열 관계로 제어실과 물리적 및 전기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독립된 대체정

지기능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 한 제어실은 이러한 접근방식으로부터 배제된다. 격납

건물 내부에 실질적인 범위까지 하나의 정지계열이 화재에 의해 손상되지 않음을 보

증할 수 있는 다중정지계통을 위한 화재방호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설계자

들은 운전원 조치를 포함한 안전정지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연기, 고온

가스 또는 화재진압재가 다른 방화지역으로 이송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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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가능한 산업기술기준

일반적으로 신규 경수형원전설계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은 화재로 인한 화재이후 안

전정지성능의 보호와 방사성물질 누출 완화와 관련된 NFPA 804, "Fire Protection for

Advanced Light Water Reactors" 및 KEPIC 804, "개량형 경수로 원전 화재방호"에 규

정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NFPA/KEPIC 기준에 있는 지침의 일부분은 규제요

건과 상충될 수 있다. 상충되는 부분은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과 지침을 결정해야 한

다. 모든 신규 원전설계에서 요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화재방호계통의 설계와 설치 

및 설비와 관련된 기준은 신청서의 제출 6개월 이전에 효력이 있는 NFPA 코드 및 기

준과 이와 동등성이 입증된 기술기준(예 KEPIC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이다.

3. 신규원전에 대한 위험도정보 검토

기존 원전의 경우 상대적인 위험중요도에 대한 지침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

전소의 화재방호계획을 평가하였다. 현재의 화재방호규정과 지침이 어느 범위까지는 

위험 중요도를 고려하고 있지만, 그들은 화재방호의 위험중요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자원에 초점을 두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존 발전소의 규제와 검사를 통하여 더

욱 집중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발전소 화재방호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신규원전 설계 검토에 대한 위험도정보 방법론은 기존 원전에 연계하여 얻은 경험을 

반영해야 하며 신규원전은 화재방호계획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설계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개선은 신규 원전에 대한 허가 신청 검토시 고려되어야 한다. 궁극

적으로 Browns Ferry 원전 화재에 추가하여 원전 특유의 화재위험과 화재로부터의 보

호방법을 제공할 만한 발전소 화재(IN2002-27, "Recent Fire at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in the United States")사례가 있다. 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다양한 관점

에 대한 상대적 위험중요도의 논의는 신규원전이 위험도정보 성능기반 화재방호계획

을 채택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신규원전에 적용된다.

3.1 검토시 우선되는 주안점

화재 이후 안전정지기능의 보호에 대한 신규원전 방법이 다중계열의 피동격리를 

적용하므로 검토부서는 사업자의 계열격리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검토부

서는 계열격리의 상세한 정의, 격리가 필요한 계통, 기기 및 회로를 확인하는 방법, 적

절한 격리가 되었다는 가정, 격리방벽의 설계 및 시험, 완전한 격리가 적절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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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방법론, 격리 방벽이 적절하게 설치되고 유지됨을 확인하는 방법 및 설치 상태의 

케이블 배선이 설계에 의해 요구되는 격리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3.2 화재위험을 감소하는 신규원전의 화재방호계획

원래의 원전설계의 이점과 연계되는 화재방호규정, 발전소 운영, 분석방법 및 기회 

등이 총체적으로 성숙한 단계이므로 신규원전 안전성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신규원전 화재방호계획들은 화재 후 발전소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허가 신

청서 검토시 검토부서는 고려해야 한다.

1. 강화된 화재방호개념의 설계는 화재감지/진압계통, 소방대 대응, 강화된 수준의 

화재방호가 제공되는 발전소 지역에 대한 기타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안전성 중

요도를 감소시킨다.

2. 하나의 계열이 보수(즉 적어도 3개의 100% 용량의 다중계열이 운전 가능함)상태

이거나 하나의 계열이 화재로 손상된 경우에 발전소가 안전정지 성능을 보증하는 

추가적인 안전정지 계열을 포함하도록 설계된 경우 어떠한 하나의 계열에 대한 

유지보수 정지시간은 전체 운전시간에 비하여 매우 작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

재에 의해 하나의 계열이 상실되더라도 최소한 안전정지에 요구되는 나머지 계열

이 이용 가능하므로 운전가능 확률이 높다.

3. 화재방호규정은 기존원전에 추가적으로 적용된 것보다 원래의 설계에 통합되어 

있으므로 발전소 변경공정 필요성은 크게 감소되며 변경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

성도 감소될 수 있다.

4. 화재 후 안전정지 회로분석은 크게 간소화될 수 있으며, 실수 가능성도 감소된다.

5. 계열의 완전 격리는 접근 필요성 감소와 연계하여 보안 관련 사항이 중대하게 감

소될 수 있다.

6. 광섬유의 광범위한 사용은 고온단락이나 오동작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개

발은 특히 계열의 완전한 격리가 가능하지 않은 제어실과 같은 지역에 중요하다.

7. 또한 광섬유의 사용은 방화지역 가연성물질 부하와 그로 인한 내화방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8. 강화된 화재방호 규정은 운전원 수동조치 및 다중오동작과 같은 기존원전에서 논

쟁이 되는 화재방호현안의 중요성과 범위를 감소시킨다.

9. 현행 원자로에 널리 사용되는 대체/전용의 정지계통의 개념은 신규원전(제어실 

및 격납용기 화재를 제외)에서 사실상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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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기 이동 및 연기 손상에 대한 강화된 화재방호 고려사항은 총체적인 화재위험

에 대한 이러한 현상의 기여도를 감소시킨다.

11. 신규원전 설계에 필요한 증가된 수준의 피동방어는 전기화재시 소화수 주입이 

지연되는 것으로부터 총체적인 화재위험에 대한 잠재적 기여도를 감소시킨다.

12. 디지털 제어계통의 사용은 제어실에 전기캐비넷의 수와 규모를 크게 감소시키

며, 이러한 지역에서의 점화빈도를 중대한 범위까지 감소시킨다.

13. 젤 형태의 전지가 사용되는 지역에서 발전소 전지실에서의 수소가스 폭발 위험

성은 사실상 제거될 수 있다.

14. 피동 정지계통이 있는 원자로는 가연성물질 부하, 점화원 및 화재로 유발되는 

장비 오동작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15. PVC와 non-IEEE 1202 등급의 케이블 피복 및 단열재 사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3.3 신규원전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 고려사항

터빈건물은 신규원자로에서 잠재적인 화재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유지된다. 인접한 

안전성 관련 건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요 터빈 화재의 사건시 

주제어실 또는 원격정지지역의 거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정지 저출력운전에 대한 화재방호

정지운전기간, 특히 유지보수 또는 재장전기간에 화재조건은 보수작업의 결과로 상

당히 변화된다.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통은 발전소 기술지침서와 절차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정지 또는 재장전 조건에서의 화재방호는 이러한 운

전기간에 존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안전기능(즉, 반응도 조절, 원자로 붕

괴열 제거,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냉각)에 영향을 주거나 방사성물질 누출을 야기하는 

화재의 잠재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규제지침 10.6(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의 규제입

장 2.0항(화재예방)을 위한 지침은 정지를 포함한 발전소 모든 운전모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원전을 위한 허가신청서는 정지 저출력 운전기간에 발생하는 화재

사건시에도 발전소가 안전한 정지상태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특별한 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대체 설계

신규 원전 설계에서 규제지침 10.6(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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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화재방호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동 규제지침 

10.6(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의 허용기준의 일부는 특정 원자로의 설계에 적용하지 못

할 수 있다. 다음은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한 허용가능한 대체설계의 

예이다. 검토부서는 발전소 허용기준의 적용성과 특정조건에 대한 차이점의 허용성을 

결정해야 한다.

1. 제어실 캐비넷과 콘솔 감지기와 관련하여 신규 원전 설계는 적어도 규제지침 

10.6(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의 규제입장 6.1.2.2항(제어실 화재 감지)을 만족하지 

않고 승인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허용성은 이들 캐비넷에 가연성물질 부하가 

적고 제어실에 연속적으로 상주하여 제어실 내에서 빠른 감지와 화재에 대응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타 신규 원전 설계에 대하여 유사한 대체설계의 

허용성은 화재위험도분석을 근거로 해야 한다.

2. 제어실에서 바닥 하부지역과 천정지역에 대한 자동식 소화설비 화재진압지역과 

관련하여 신규 원전 설계는 적어도 규제지침 10.6(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의 규제

입장 6.1.2.2항(제어실 화재 감지)을 만족하지 않고 승인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의 허용성은 이들 지역에 가연성물질 부하가 적고 제어실에 연속적으로 상주하

여 제어실 내에서 빠른 감지와 화재에 대응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타 

신규 원전 설계에 대하여 유사한 대체설계의 허용성은 화재위험도분석을 근거로 

해야 한다.

3. 제어실 복합체내 부속실에 대한 자동식 소화설비 화재진압 지역과 관련하여 신규 

원전 설계는 적어도 규제지침 10.6(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의 규제입장 6.1.2.2항

(제어실 화재 감지)을 만족하지 않고 승인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허용성은 이

들 지역에 가연성물질 부하가 적고 제어실에 연속적으로 상주하여 제어실 복합체 

내에서 빠른 감지와 화재에 대응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타 신규 원전 

설계에 대하여 유사한 대체설계의 허용성은 화재위험도분석을 근거로 해야 한다.



- 18 -

따로 붙임 2

계속운전을 위한 화재방호 기준

본 붙임자료의 목적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의 제4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을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 

화재방호계통의 검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RG 1.188,

"Standard Format and Content for Applications to Renew Nuclear Power Plants

Operating Licenses"와 NEI 95-10, "Industry Guideline for Implementing the

Requirements of 10 CFR 54 - The License Renewal Rule"과 NUREG 1800 및 1801을 

참조할 수 있다.

검토대상이 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화재방호 관련 법적요건을 만족시킴을 

입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성분석이나 발전소의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NUREG-1800과 NEI 95-10에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범위 및 선정

방법론을 기술되어 있다. 계속운전 신청서 평가시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범위가 단지 안전관련 장비를 보호한다는 관점 이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와 

규제지침 10.6(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따라 요구되는 장비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화

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 즉 안

전에 중요한-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포함한다. 사업자가 사용한 범위설정 

방법론에는 BTP CMEB 9.5-1, "Guidelines for Fire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를 준수하기 위해 작성된 어떠한 방침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계속운전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능이 있는 기기들이 피동(움직이는 부분과 

함께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기기이고 수명이 긴(검증된 수명에 근거한 교체 또

는 주기적 교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기기인 경우에 노화관리검토(Aging Manage-

ment Review : AMR)를 해야 한다. 피동 및 수명이 긴(passive and log-lived) 기기들

은 AMR 대상이며 내화방벽 부속물(즉, 천장, 댐퍼 집, 문, 바닥, 관통부 밀봉 및 벽),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진압계통 배관 및 밸브 몸체 그리고 화재방호 탱크 및 펌프 케

이스 그리고 화재 급수전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 능동 기기들은 의도된 기능을 위해 

움직이는 부분이나 배열 또는 변수의 변경과 함께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정

의되며 AMR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연기/열 감지기는 능동기기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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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동 및 수명이 긴 기기들은 소모성으로 고려되므로 AMR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계통 필터, 소화약제, 소방호스 그리고 air pack (계속운전 범위 내에 있는)들은 

발전소 개별적인 근거로 하여 AMR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허가갱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고려되며 기기의 검증된 수명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교체 관행

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감시활동 및 특정 성능을 근거로 교체된다. 이러한 기기들은 사

업자가 그러한 교체대상인 각 기기 형태를 허가갱신 서류에서 확인하고 목록화하며,

적절한 기준을 만족하는 감시 및 교체계획을 확인하는 한 특정 성능과 상태감시활동

을 근거로 하여 AMR에서 제외될 수 있다.

사업자는 계속운전 산청서류에 소모성 물품이므로 AMR에는 제외되지만 검토범위 

안에 있는 기기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사업자가 법적요건의 만족을 

위해 요구되는 장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화재방호계통 기기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속운전 신청서류에는 계통의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명백하게 확

인할 수 있는 화재방호계통의 최신 계장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계속운전 검토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AMR 대상인 모든 기기에 대하여 

기기들의 의도된 기능이 연장된 운전기간동안에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한다. NUREG-1801은 계속운전 검토범위에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노화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허용 가능한 노화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재진압배관 또는 소방펌프 케이싱의 의도된 기능은 압력경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 압력경계의 노화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정된(또는 강화된) 계획, 또는 노화

관점을 다루기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계획은 기존 원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

을 수 있다. 수정 또는 새로운 계획의 개발은 (1) 관리될 필요가 있는 노화효과, 그리

고 (2) 연장된 운전기간동안 노화효과를 관리하기 위한 현재의 계획의 수준에 의존될 

것이다.

발전소의 연장된 운전기간동안 사용되는 Halon 1301 소화계통이 설치된 발전소는  

Halon의 교체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른 계통으로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원전의 유일성과 발전소 허가기준의 차이

로 인해 검토부서는 발전소에 부과된 요건이 다른 발전소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

는 것과 하나의 발전소에 승인된 예외사항이 다른 발전소에 적용될 수 없음을 고려해

야 한다. 각 발전소는 부지 특정설계 및 허가기준을 근거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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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붙임 3

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 위한 화재방호 기준

본 따로 붙임의 목적은 화재확률론적안전성평가(Fire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 FPSA)를 위한 신청서에 제공된 화재방호정보를 검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FPSA는 간략한 분석에서 NUREG/CR-6850, "EPRI/NRC-RES Fire

PRA Methodology for Nuclear Power Facilities"와 ANS Fire PRA 기준에 따른 상세

한 분석에 이르는 모든 수준 및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신규 원전 신청자는 설계고유의 FPSA를 제출해야 한다. RI-PB 화재방호계획을 수

립하고자 하거나 리스크정보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전소의 변경을 평가하기로 계획하

는 운영자는 필수적으로 상세한 FPSA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체계가 아직은 RI-PB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세한 FPSA

를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속운전을 위한 신청서류에는 상세한 PSA

가 포함되어야 한다.

NUREG/CR-6850에는 제안된 방법론의 검토를 위한 기준이 제공되어 있으며, RG

1.174, "An Approach fir Using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in Risk-Informed

Decision on Plant-Specific Changes to the Licensing Basis"와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 

19장, "확률론적 위험성평가"에는 원자력발전소 PSA의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FPSA의 모든 수준과 형태에 대해 적절한 산업계의 지침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까

지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산업계의 지침은 고유의 FPSA 신청 이전에 검토되어야 

하며, 산업계의 지침이 FPSA에 대한 상세검토 수행에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FPSA

의 허용성을 검토해야 한다.

상세한 FPSA를 수행한 사업자는 화재방호계획의 성능기반평가에 화재모델링 방법

론을 사용할 수 있다. 화재모델링 결과는 변경사항에 대한 평가시 입력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나, 변경사항에는 발전소 위험에 미치는 영향, 심층방어 및 안전여유도에 대한 

평가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성능기반 분석에 사용된 모델과 방법들이 제한

범위 이내에서 사용되었으며 분석의 특성과 범위에 의해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엄격하

게 사용되었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평가되는 시나리오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간단한 수계산 또는 좀 더 복잡한 컴퓨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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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1824/EPRI 1011999,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Selected Fire Models

for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s"에는 다음과 같은 5개의 화재모델에 대하여 타

당성 및 확인에 관하여 문서화하였다.

- NUREG 1805, "Fire Dynamics Tools(FDT),"

- Fire-Induced Vulnerability Evaluation(FIVE), revision 1,

- Consolidated Model of Fire Growth and Smoke Transport (CFAST),

- Electricite de France(EdF) MAGIC code

- Fire Dynamics Simulator(FDS)

사업자는 NRC에 의해 타당성 및 확인되지 않은 화재모델의 사용을 제안할 수 있

으나 사업자는 이러한 화재모델에 대한 허용가능한 정도의 타당성 및 검증결과를 제

공하는데 책임이 있다. 사업자가 제시한 화재모델의 타당성 및 확인을 위한 문서는 검

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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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붙임 4

출력증강을 위한 화재방호 기준

본 따로 붙임의 목적은 출력증강을 위한 신청서에 제공된 화재방호정보의 검토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출력증강은 발전소 정지 이후 붕괴열 발생을 증가시키

지만 이러한 변화는 행정통제, 화재진압 및 감지계통, 내화방벽, 발전소 요원의 화재방

호책임, 저온정지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계통의 보수에 필요한 절차 및 자원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을 증가시

키지 않는다. 사업자의 제출서류는 출력증강이 이러한 요소에 변화를 야기하지 않으며 

이러한 관점들이 안전성평가에 반영되었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러한 요

소에 영향이 있음을 지적한 경우에 검토부서는 위원회의 화재방호목적을 만족시킴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의 적용가능한 부분의 허용기준에 대한 영

향을 검토해야 한다.

화재 후 안전정지 달성 및 유지에 관련이 있는 계통들은 발전소 정지 이후에 붕괴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출력증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

용하는 다중계통에서 하나의 전체 계열을 통하여 안전정지를 달성할 수 있는 화재사

건에 대하여, 소외전원상실사고 또는 주급수 상실과 같은 발전소 과도상태를 위해 수

행하는 중요한 발전소 공정변수에 미치는 출력증강의 영향에 대한 사업자의 분석은 

화재사건에 대한 특정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화재사건에 대한 영향으로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자동 감압 또는 보충수 펌프 성능 감소와 같이 화재사건에 계통의 

전체용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연료설계 제한 값 초과하지 않고 연료 건전

성이 유지되고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과 연결된 배관에 악영향이 없음을 입증하는 

화재사건시 특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화재 후 안전정지를 위해 대체/전용 또는 대

기용 정지성능을 갖춘 사업자는 대체/전용 또는 대기용 정지성능에 미치는 출력증강

의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검토부서는 화재 후 안전정지에 관련이 있는 대체/전용 또

는 대기용 계통들이 출력증강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정지 달성 및 유지 가능성을 확

인해야 한다.

발전소의 화재 후 안전정지 절차는 출력증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

면, 필요한 운전원 조치 허용시간은 출력증강의 결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안전정지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계통의 유량이 증가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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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재이후 안전정지 절차에 대한 출력증강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RIS-001, "Review Standard for Extended Power Uprates,"에는 출력증강을 위한 신

청서에 대한 검토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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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2절 통신계통

검토주관 :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통신계통에 대한 검토는 정상운전, 과도상태, 화재 및 사고, 비정상적인 환경 및 보

안관련 사건 동안에 발전소 소내 그리고 발전소와 외부 간에 사용되는 통신계통으로 

한정한다. 검토시 고려할 점은 정상운전 및 소외전원 상실을 포함한 과도상태, 화재,

및 사고 상태 중에 발전소 내, 외부에서의 효과적인 통신능력 및 관련 설계에 대해 검

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통신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방사선비상대책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소외 통신계통이 직원에게 통보 및 대피절차의 이행 등을 포함한 사고시의 비상

계획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전 및 시

운전시험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화재방호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며 원격정지운전중 통신계통의 능력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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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3.6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발전소 보안 

요건과 관련한 통신계통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5. 인간공학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8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NUREG-0700

요건의 평가를 포함한 제어실 통신계통 및 장비가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가를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 요건을 만

족해야 한다.

1. 10 CFR 50 Appendix E,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2. 10 CFR 50.34(f)(2)(xxv), "Emergency Response Facilities," (TMI Action Plan Ite, III

A.1.2)

3. 10 CFR 50.47(a)(8), "Equipment and Facilities to Support Emergen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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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 제어실 등“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체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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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최소한 각각 한 개의 백업전원을 갖춘 소내 및 소외 통신계통을 포함한 비상시설 

및 기기에 대한 적절한 규정이 있다면 10 CFR 50 Appendix E, Part IV.E(9)의 요

건에 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2. TSC, OSC 및 EOF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10 CFR 50.34(f)(2)(xxv) 및 TMI Action

Plan Item, III A.1.2의 요건에 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3. 비상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시설 및 기기가 제공되고 유지된다면 10 CFR

50.47(a)(8)의 요건에 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4. 구조물·계통·기기가 수행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맞는 품질기준으로 설계, 조립, 건

설, 시험 및 검사된다면 10 CFR 50.55a의 요건에 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5.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가 수행되는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맞는 품질기준으

로 설계, 조립, 건설, 시험 및 검사된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전등급 및 규격“의 요건에 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구조물·계

통·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보증 프로그램이 제정되고 적용되

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에 대한 기록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전체에 걸쳐서 관리되어야 한다.

6.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가 지진, 태풍, 홍수, 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자연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다면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에 

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이들 구조물·계통·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7.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가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배치된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의 요건에 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원자로

시설 전체에 가능한 한 비가연성 또는 내화·내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

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해당 설비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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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소화계통의 고장·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가 정상 운전, 보수, 시험 및 냉각재상실사고를 포

함한 가상 사고의 환경조건에 적합하고 그 영향을 수용할 수 있다면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에 대한 정

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이들 구조물·계통·기기는 발전소 내외의 기기 파손 및 사

건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작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9. 원자로제어실로부터 물리적·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원자로제어실외의 장소에서 적

합한 절차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기

가 설치되어 있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 제어실 

등“의 요건에 대한 정보는 허용 가능할 것이다.

III. 검토절차

통신계통 및 관련계통의 설계에 관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를 확인하고 

과도상태, 화재 혹은 사고 복구기간에 필수지역에서 필요한 소내 통신장비를 갖추었으

며 발전소 타 기기와의 운전성이 적절한가를 평가한다.

불시 혹은 인위적 사고 기간에 발생되는 발전소 최대 잡음수준 하에서 통신 계통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계통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설계근

거, 설계기준, 계통설명 및 분석내용 등을 검토한다. 이전에 승인된 발전소에 설치한 장

비 및 통신계통과 검토될 통신계통의 능력을 비교하는데는 공학적인 판단을 이용한다.

신규 적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검토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가. 검토자는 통신이 두꺼운 콘크리트 벽, 고소음, 근로자 보호 장비, 전송선 및 채널

의 부족, 다른 전자 장비 및 기기에 의해 방해받지 않음을 확인한다.

나. 무선 통신의 성능이 발전소와 소외 인력에 필요한 통신을 지원하기에 적합한지 확

인한다.

다. 유선통신기의 개수 및 위치가 발전소와 소외 인력과 통신을 지원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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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소음 환경에 있는 인원에게 통신계통을 이용하여 경고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확

인한다.

마. 특정 설계기준사건(예를 들어 자연현상, 폭력적인 외부공격)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

해 요구되는 계통 기기가 요구되는 통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까지 

설계기준사건의 영향(예를 들어, 화제진압활동, 소외전원상실)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인지 확인한다.

바. 화재 및 사고조건을 포함한 각종 운전조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최대 발전소 잡음

수준을 모의한 조건하에서 계통의 능력을 입증하는 기능시험이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소외 기기를 포함하여 통신기기가 일차 전원의 상실 시에도 운전가능하게 유지되

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고정식 기기를 위한 이차 전원공급기가 필수지역에 위치하

는지 확인한다.

아. 통신 계통과 기기가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제품의  

적용성, 적합성 및 충분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통신계통

은 일반적으로 상용기기이다. 그러므로 통신 기기는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에 적합

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비안전계통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EPRI NP-5652 "Guideline

for the Utilization of Commercial-Grade Items in Nuclear Safety-Related

Applications"가 통신계통 기기의 검증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컴퓨터 

기반의 기기가 포함되는 경우, 지침 EPRI TR-106439, "Guideline on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Commercial Grade Digital Equipment for Nuclear Safety

Applications"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 통신 기기가 발전소의 EMI 및 RFI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무선통신계통과 다른 

발전소 기기 간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가 이루어지는 가를 확인한다.

Regulatory Guide 1.180, "Guidelines for Evaluating EMI and RFI in Safety-

Relat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는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계통 

부품에 대한 EMI, RFI 및 써지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전자기 환경 운전 영역, 설

계, 설치 및 시험 방법을 명시한다. 비록 비안전계통은 RG 1.180이 다루지 않지만,

이들 계통으로부터의 EMI/RFI 통제는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이 원자력발전소 환

경에서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동작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차. 보호 장비를 갖춘 작업자와의 통신이 가능한 특수 통신장비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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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과 같은 검토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통신계통은 발전소 내․외부의 모든 통신용 기기를 포함하였다. 발전소 통신계통  

의 검토범위는 소외 통신장비로 직원에게 통보하여 대피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

는 지와 소내 통신장비가 비상시에 적합한 지의 확인을 포함하였다.

검토자는 통신계통의 설계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러한 결론은 다음에 근

거한다.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 등이 관련 허용기준 및 산업기술기준을 준수하였

고, 통신계통이 모든 불시 및 인위적 사고 기간에 최대 발생 가능한 잡음수준 하에서 

모든 필수지역내의 발전소 요원 간에 원활한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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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 제어실 등“

6. 10 CFR 50 Appendix E,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

7. 10 CFR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8. 10 CFR 50.47, "Emergency plans."

9. NUREG-0700, "Guidelines for Control Room Design Reviews," Septemb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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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Related Applications"

11. EPRI TR-106439, "Guideline on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Commercial Grade

Digital Equipment for Nuclear Safety Applications"

12. Regulatory Guide 1.180, "Guidelines for Evaluating EMI and RFI in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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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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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3절 조명계통

주관부서 :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단계에서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 

혹은 검토와 관련된 참조 정보를 포함한 보조 조명계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

을 검토한다.

1. 발전소의 모든 운전 상태에서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정상조명계통의 능력

2. 화재, 과도 및 사고 상태를 포함한 모든 운전기간에 적절한 조명을 제공하는 비상

조명계통의 능력

3. 비상조명계통에 대한 모든 교류전력 상실(즉, 발전소 정전사고 동안)의 영향

4.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의 고장 분석

검토연계분야

이 절과 연계되는 안전심사지침의 다른 절들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주관검토부서는 화재방호에 관한 조명요건을 조정 및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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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심사지침 13.6절의 주관검토부서는 보안과 물리적 방호에 관한 조명계통 및 

그에 대한 전력공급의 적합성을 조정 및 검토한다.

3. 안전심사지침 18장의 주관검토부서는 NUREG-0700의 기준 평가를 포함한 신뢰성 

있는 인적행위를 지원하는 효과성 관점에서 주제어실 조명계통 및 기기의 적합성

을 검토한다.

상세한 허용기준과 검토절차는 상기 안전성심사지침서의 참조 절에 포함되어 있다.

Ⅱ. 허용기준

규제요건

허용기준은 아래의 규제관련 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 정상, 비상 혹은 보조 조명계통에 직접 적용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이나 다른 규제요건은 없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이 절에 기술된 검토사항에 대해 상기 규제관련 요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한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

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

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

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기술된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의 설계가 이전

에 검토되어 만족한 운전경험을 갖는 발전소의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의 설계와 

어느 정도 유사한가에 근거를 두고 그 적합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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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조명계통에 관한 전반적인 설계가 소외전원으로부터 수전하여 발전소 정상운

전 동안 기기의 제어 및 정비와 발전소 접근 통로 등의 모든 지역에 적절한 현장

조명을 제공한다면 정상조명계통은 적합하다.

3. 비상조명계통에 관한 전반적인 설계가 소방, 발전소의 모든 운전조건에서 발전소 

안전정지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의 제어 및 정비와 그런 지역으로의 접근 통로에서 

요구되는 모든 지역에 적절한 비상조명을 제공한다면 비상조명계통은 적합하다.

4. 조명계통의 설계가 산업시설의 조명계통 설계 및 조도와 관련한 북미조명공학협회

(IESNA)의 핸드북을 참조한 NUREG-0700의 조도준위 권고사항을 따르면 조명계

통의 설계는 적합하다.

Ⅲ.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에 기술된 절차에서 특정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한다.

이 검토절차는 상기 Ⅱ.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이 허용기준과 다른 경우 

검토자는 사업자가 제안한 대체방안이 상기 Ⅱ.절, 허용기준의 규제관련 요건들을 어

떻게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의 설계와 고장분석내용을 평가

하고 발전소 모든 지역 및 접근 통로에 설치된 조명이 적절한가를 판단한다. 이전

에 승인된 발전소의 조명기구 및 계통과의 비교를 통해, 상기 허용기준을 이용한 

공학적 평가가 그 적합성을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Ⅳ. 평가결과

검토자는 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출하였는가와 그 검토 및 계산 결과 안전성평

가보고서(SER)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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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론에 대한 기준을 기술한다.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은 발전소 정상 및 비상 운전조건에서 적절한 조명을 제공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발전소 조명계통의 검토 범위는 조명

계통 설계의 평가, 정상 및 비상 전원의 적합성, 그리고 화재, 과도상태 및 사고 

동안 적절한 조명의 확인을 포함하였다.

정상 및 비상 조명계통의 허용기준은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 등이 관련 규제

입장 및 산업기술표준에 적합하고, 비상조명계통이 모든 사고 혹은 과도상태 기간

에 소내 전원으로부터 수전하여 모든 필수지역과 그 지역의 통로까지 적절한 현장

조명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검토자는 조명계통의 설계가 적절한 규제입장 및 산업기술표준에 따라 이루어졌으

므로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1. NUREG-0700,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 Rev. 2, May,

2002.

2. Standard Review Plan Section 8.2, "Offsite Power System.”

3.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Lighting Hand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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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4절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는 안전관련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소내 비상

전원을 다중성 개념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거의 모든 경우에 소내 비상전원은 

디젤엔진구동 발전기세트를 포함한다. 안전심사지침 9.5.4～9.5.8절은 비상디젤엔진의 

각종 필수요소들에 대한 검토방법 및 허용기준 등을 기술한다. 본 안전심사지침 9.5.4

절은 비상디젤엔진 하우징(housing)까지의 연료유계통에 대해 기술한다. 세부 검토분

야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에 대한 검토는 엔진 경계 연결부분까지의 모든 배관, 연

료저장탱크, 연료이송펌프, 일일탱크 및 연료저장탱크 건물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의 요건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토에는 소내에 저장되는 연료의 품질과 용량, 소외로부터의 추가적

인 연료의 이용성 및 공급 등이 포함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디젤엔진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료유계통을 보유한다.

2. 계통이 허용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다.

3. 계통은 안전성 부분과 비안전성 부분의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

4. 계통 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은 내진범주Ⅰ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5. 비내진범주 계통·기기·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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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6. 계통의 단일능동고장시 한 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기능상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7. 과도한 누설에 대한 격리장치를 포함하여 연료유계통의 기능 감시 및 제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8. 소외전원상실 및 설계기준사고에 따른 공학적안전설비 부하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

록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에 최소한 7일간 공급을 할 수 있는 연료가 소내에 확보

된다.

9.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 계통은 설계기준사고시에 무정전(uninterrupted) 비상전원

을 공급하기 위하여 연료저장탱크에 연료를 이송 및 재충전하는 수단을 포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연료원(source)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10.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는 비상조건하에서 엔진 보호 연동신호에 의한 엔진 정

지가 발생하면 안된다.

11. 저장된 연료유가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보장치가 있어야 하고, 연료유

의 열화가 엔진성능을 저해하지 않음을 주기적인 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12. 계통의 검사, 세정,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요구될 경우, 건설재료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비정상 고수위(가능최대홍수(PMF)) 동안 기능 수행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장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4.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강풍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

기 위해 계통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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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홍수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6. 내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7. 강풍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8. 격납건물외부의 고․중에너지 배관계통을 포함한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방호

를 위한 발전소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코드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모든 필수 계측제어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제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연동장치를 포함한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 설

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화재방호 요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3. 시운전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품질보증계획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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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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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축전지설비를 포함

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들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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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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

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

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연료유계통의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 없이 지진에 견

뎌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규제기준 3.2.3 (또는 Regulatory Guide(이

하 “RG") 1.29)에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대한 연료유계통의 적절성은 이 안전심사지침 I장에서 언급된 다른 안전심사지침

의 절에서도 검토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 연료유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5조에 대한 연료유계통의 적절성은 이 안전심사지침 I장에서 언급된 

다른 안전심사지침의 절에서도 검토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각의 

발전소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또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

의 독립된 연료유계통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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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연료유계통은 독립성 

및 다중성 기준과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

가. 안전규제지침 10.7, “디젤발전기 연료유 계통”(또는 RG 1.137)의 II.1과 II.2(또

는 C1과 C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료유계통 설계, 연료의 품질 

및 시험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재료, 물리적 배치와 같은 연료유계통의 설

계기준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규정에 관한 내용은 규제입장 II.1(또는 C1)에 

언급되어 있다. 물리적 배치는 가동 중 검사 및 시험을 위해 KEPIC-MI, "원전

가동 중 검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연료유 품질에 관한 내용은 규제입장 

II.2(또는 C2)에 언급되어 있다. 연료저장탱크의 연료유 또는 새로 공급되는 연

료유는 ASTM 또는 디젤발전기 제작자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험수행에 의해 

연료품질이 결정되고 그 것이 상기 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교체하

여야 한다. 또한, 신연료를 충유하기 전에 비중시험, 수분함유량시험 및 점도시

험이 수행되어야 하고 시험 요건에 만족하지 않는 연료는 저장탱크에 충유될 

수 없다.

나.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

다. 각각의 디젤엔진은 독립된 연료유계통을 가져야 한다.

라. ANSI/ANS 59.51의 기술내용과 같이 설계기준사고 및 소외전원상실 이후 7일 

혹은 외부로부터 연료를 보충하는데 요구되는 기간 중 보다 긴 기간 동안 비

상디젤발전기를 운전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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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설명 및 관련도면에 무정전 운전에 

필요한 연료유위, 온도 및 압력 표시, 제어 및 감시하는 수단 등 모든 운전형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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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자는 계통이 지진 사고, 기타 설계기준사고, 자연현상, 내부 및 외부 비산물 

등의 영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내부 비산물의 효과에는 

시설내에 위치한 기기의 상대적 위치 및 방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단일능동고장에 의해 허용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배관 

및 배관간 상호연결부에 대해 검토한다. 관련 도면을 검토하여 기기의 주변에 검

사, 세정,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 근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필수 부분과 비필수 부분으로 구분하는 격리

밸브를 포함해서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필수 부분이 품질그룹 C, 내진범주 I로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계적 특성 및 성능을 기술하는 

기기/계통 설명부분은 상기 내진등급 및 품질그룹 분류가 포함되어 있고 P&ID가 

계통들의 바뀌는 지점, 계통기기 상호 연결부분 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5. 검토자는 운전원 실수 또는 자연현상에 의해 연료저장탱크의 하부에 침전물의 난

류가 일어나는 것과 연료 충유시 계통으로 유해한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

도록 설계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6.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설명된 정보 및 도면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가. 각 저장탱크는 외부 주입 및 배기 배관이 설치되며, 차량, 강풍, 강풍 비산물 

및 홍수 등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저장탱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보호된다. 주입 및 배기 지점이 가능최대홍수(PMF)보다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 탱크 내에는 유위측정을 위한 계기연결부가 설치된다.

나. 각 다중 디젤발전기 계통에 대한 최소 소내 연료재고량이 설계기준사고 및 소

외전원상실후 7일간 또는 ANSI/ANS-59.51에 기술된 것처럼 7일 보다 긴 기간 

동안 디젤발전기가 공학적안전설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

다. 각 비상디젤발전기의 일일 탱크가 엔진구동 연료펌프에 약간의 정압(positive

pressure)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된다. 이러한 요건이 제작자 권고사항

과 상반되는 경우엔 그 타당성과 계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안전성분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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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추가로 위에서 기술한 곳 이외의 일일탱크의 위치에 대

해서는 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하여 허용한계 및 허용 시간내에 필요 전

압 및 주파수를 얻을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승압 펌프(booster pump)가 

요구되면 신뢰할 수 있는 전원을 공급받아야 하며 엔진이 기동신호를 받으면 

운전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엔진 기동 중에 운전되어야 하며 또는 계통유압

이 엔진구동 연료펌프에 의해 설정될 때까지 운전되어야 한다.

라. 일일 또는 종합탱크(day or integral tank)의 재고량 과다방지를 위한 배출배관

이 이송펌프에 의해 과다한 연료를 연료저장 탱크로 되돌리도록 설치된다.

마. 운전원이 일일 또는 종합탱크내의 연료가 완전히 소모되기 전에(전출력운전 가정)

미미한 수리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유위 경보가 제공된다.

바. 각 비상디젤발전기기의 일일 또는 종합탱크, 저장탱크에 축적되는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가 포함된다.

7. 검토자는 일단 연료탱크가 연료로 채워졌을 때 발화원을 배제할 수 있게 적절한 

주의조치가 취해지는지를 확인하고 잠재적인 화재, 폭발의 원인 및 그 진행을 최

소화하기 위해 다중 기기들간 격리실 같은 보호수단이 사용되는지를 확인한다.

8. 검토자는 계통주위에 위치한 비내진범주 계통 또는 구조물의 파손 시에 디젤엔진 

계통의 기능이 요구하는 바대로 유지될 것인지를 확인한다. 발전소내 부지특성과 

일반적인 배치 도면을 기술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해당부분의 참고문헌들이 이러

한 검토에 필요할 것이다. 계통 및 구조물의 위치, 설계자료로부터 얻어진 보호수

단과 같이 그러한 파손 시 계통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토에

는 발전소 배치상태가 고려되어진다.

9. 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은 고․중 에너지 배관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연료계통 가까이에 어떠한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

도 위치하지 않으며, 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배치 

도면을 검토한다. 동 보호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6절에서 기술되며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 해당 절에 기술되어 있다.

10. 최소 계통요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단일기기 고장을 가정하여 설계기준사고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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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됨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설명,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FMEA) 결과 등을 검토한다. 각 경우에 최소 계통요건이 만족되면 설계는 적절

하다.

IV.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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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은 연료저장탱크, 연료 주입관, 배기관, 스틱게이지-배수관

(stick gauge drain line), 과유량 회수관(overflow return line), 연료이송펌프, 스트레이

너(strainer), 여과기, 밸브, 일일 탱크, 그리고 연결부에서 엔진 경계부까지의 모든 기

기 및 배관을 포함하고 있다. 신청된 발전소의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검토에는 운

전에 필요한 계통 및 보조계통의 도면, P&ID, 계통설명 등을 포함한다. 원자로 안전정

지 및 사고완화에 필요한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의 필수부분은 내진범주 I 및 품질

그룹 C로 설계된다.

본 검토에서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에서 기술하는 규정에 계통의 

설계기준 및 근거의 부합여부이다. 신청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기타 제출자료

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신청자는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과 그 구조물이 지진, 강풍, 홍수 등의 자연현상

의 영향에 견딜 수 있는 능력 관점에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 시키고, 내부 및 외부 비산물, 배

관 휩, 배관파단관련 제트충격력 효과에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관점에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은 지하매설 연료저장 탱크 및 관련기기, 배

관을 제외하고 강풍,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홍수 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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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위치시킨다. 지하매설 부위도 강풍, 강풍 및 터

빈 비산물, 홍수 등으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안전규제지침 4.1, “저탄도 터빈비산물 

방호”(또는 RG 1.115)의 규정 II(또는 C.1) 및 RG 1.117 부록의 13항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의 요구되는 안전기능 수행여부와 관련

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요건을 만족한

다. 신청된 발전소의 각 호기는 각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이 디젤발전기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자체 비상디젤발전기를 갖추고 있다.

3. 신청자는 연료유계통의 독립성 및 다중성 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와 관련하여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요건을 만족시킨다. 각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은 다중 디젤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다른 계통과 독립적

이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 중 어느 하나의 단일고

장은 오직 해당 디젤발전기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신청자는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도 만족시킨다.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연료유계통이 적용되는 모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언급된 RG의 규정, NUREG/CR-0660 그리고 관련 산업기술기준을 따르고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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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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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5절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은 발전소 비상디젤엔진에 냉각수를 공급하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31조와 제41조를 만족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검토대상으로는 비상디젤엔진의 적절한 운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부터 열을 받아

들이는 부분과 디젤엔진 격실(compartment)내에 위치하는 계통부분 그리고 열을 열제

거원으로 전달하는 계통의 추가적인 부분을 포함한다.

본 계통의 구성은 모든 밸브, 열교환기, 펌프 그리고 엔진 연결부분까지의 배관을 

포함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디젤엔진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냉각수계통을 보유한다.

2. 계통이 허용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다.

3. 계통은 안전성 부분과 비안전성 부분의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

4. 비내진범주 계통·기기·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야 한다.

5. 계통 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은 내진범주Ⅰ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6. 계통의 단일능동고장시 한 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기능상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7.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는 비상조건하에서 엔진 보호 연동신호에 의한 엔진 정

지가 발생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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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도한 누설에 대한 격리장치를 포함하여 냉각수계통의 기능 감시 및 제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9. 계통의 검사, 세정,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0. 설계시 냉각성능이나 부식방지제 또는 부동액의 친화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

적 부식과 유기체오염(organic fouling)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1. 열악한 운전 조건하에 제작자가 권고한 온도차에 따른 냉각 성능에 관한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12. 열악한 환경조건, 비정상 운전 요건, 사고조건 및 소외전원상실에 대한 계통의 성

능 특성과 이에 따른 영향이 확인되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요구될 경우, 건설재료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비정상 고수위(가능최대홍수(PMF)) 동안 기능 수행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장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4.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강풍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

기 위해 계통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확인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

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3.8.5절 검토주관

부서가 수행한다.

5. 홍수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6. 내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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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수행한다.

7. 강풍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8. 격납건물외부의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을 포함한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방호

를 위한 발전소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코드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모든 필수 계측제어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제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연동장치를 포함한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 설

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안전심사지침 9.2.1절 검토주관부서는 소내 용수로 냉각되는 안전관련 열교환기의 

열전달능력을 감시하는 시험 검토와 만일 시험결과 소내용수계통의 유지보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열전달능력에 있다면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과 같이 폐

쇄된 냉각 계통을 안전심시지침 9.2.1에 의한 소내용수계통 시험 및 정비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13. 화재방호 요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시운전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6. 품질보증계획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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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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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2이상의 원자로시

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축전지설비를 포

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들

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 최종 열제거설

비는 단일전력·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중성·상호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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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격리능력 등의 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원자로

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누설밀봉·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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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

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

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냉각수계통의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안전기능 수행능력의 상실 없이 지진에 견

뎌야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안전규제기준 3.2.3 (또는 Regulatory Guide(이

하 “RG") 1.29)에 제시되어 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대한 냉각수계통의 적절성은 이 안전심사지침 I장에서 언급된 다른 안전심사지침

의 절에서도 검토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 냉각수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5조에 대한 냉각수계통의 적절성은 이 안전심사지침 I장에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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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안전심사지침의 절에서도 검토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각의 

발전소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또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

의 독립된 냉각수계통을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냉각수계통은 독립성 

및 다중성 기준과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

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냉각수계통을 가져야 한다.

나.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에 제시된 권고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와 관련하여 냉각수계통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과도 또는 사고조건에서 계통 및 기기로부터 열제거원으로 열전달을 할 수 있

어야 한다.

나. 단일능동기기고장 가정하고 사고조건하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다중

성이 확보되거나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분리되고 독립적인 냉각계통을 가

져야 한다.

다. 계통의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통의 기기 또는 배관을 격리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관련하여 계통의 안전관련 기기

의 가동 중 허용하기 위한 설계가 요구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와 관련하여 구조 건전성과 누설 밀

봉, 능동기기(active components)의 운전성 및 성능, 사고시에 계통이 의도하는 대

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안전관련 계통이나 부품의 기

능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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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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의 설명 및 관련 도표에 계통

운전, 기기에 의해 요구되는 개별 및 전체 열 제거율, 설계 열 제거율 능력에서의 

여유가 명확히 서술되었는지 검토한다.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 근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필수 부분과 비필수부분을 구분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하여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의 필수 부분이 품질그룹 C, 내

진범주 I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한다.

기계적 특성 및 성능을 나타내는 안전성분석보고서내의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설명이 상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포함하고 P&ID가 계통이나 계통 

기기의 연결부에서의 변화점을 표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나. 배관 및 계기도면(P&ID)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계통(subsystem)사이의 배관연

결부의 파손이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전체의 기능저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 결과를 검토한다.

다. 계통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기 검사가 실시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라.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의 성능 및 수질 화학은 엔진 제작자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마. 엔진의 “초기건조” 시동 신뢰도는 엔진이 대기상태에 있는 동안 가열된 물을 

순환시키는 독립적인 루프를 공급함으로써 증가된다.

바. 3방향 바이패스형 온도제어 밸브가 자켓수 냉각기 또는 라디에이터를 통하는 

유량을 조절하여 제작자가 명시한대로 적절한 냉각수 온도가 유지되도록 엔진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사. 온도감지기가 냉각수 온도가 제작자가 권고한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에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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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용으로 설치된다.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항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계

통의 보호연동에 대해 검토를 한다.

아. 7일간의 엔진 운전 기간중에 예상되는 냉각수 손실을 가정할 때 재충수없이 

계통의 수위와 펌프 유효흡입수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체적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2.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의 모든 공간이 물로 채워짐을 보증하기 위해 

배기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상기 요건을 만족시키는 계통설계가 안전성분석보고

서에 기술되어 있다면 적절하다.

3. 검토자는 계통의 기능이 열악한 환경현상이나 소외전원상실시에도 유지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기술적인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가. 내진범주 I 요건으로 설계되지 않고 계통 필수부분에 인접한 다른 계통 및 계

통의 비필수부분의 파손 또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필수부분에 설치 또는 

지원하거나 인접된 비내진범주 구조물의 파손으로 계통의 필수적인 기능이 상

실되지 않아야 한다.

부지 특성 및 일반 배치 도면 설명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참고문헌이 구조

물과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을 나타내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표와 함께 필요할 

것이다. 상기 조건이 만족된다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서술내용은 허용될 수 있다.

나. 계통의 필수부분이 홍수, 태풍, 강풍, 내부 또는 외부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홍수 보호 및 비산물 방호기준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3장에 

대한 안전심사지침 3장 관련 절에서 상세히 토의되고 검토된다. 계통이 강풍 

비산물 또는 홍수로부터 보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위치하고 있거나 계통

기기가 홍수나 비산물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개별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4.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부근에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이 없으며 비상

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이 이러한 계통의 가상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됨을 확인한

다. 그러한 보호 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3장에서 서술되며 제시한 정보의 검

토절차는 관련 지침에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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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된 정보, P&ID, 소내 비상전원공급도면, 계통 해석자료는 동시에 일어나는 단

일 능동기기고장을 가정하고도 설계기준사고시에 계통의 필수부분이 제 기능을 하

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검토자는 계통의 요구부분이 제 기능

을 함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

를 검토한다.

6. 디젤엔진의 성능요건은 소내전원 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운전되는 다른 계통과 디

젤에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7.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과 디젤 발전기가 전출력보다 낮게 운전될 때에 

성능이나 신뢰도의 저하 없이 연장된 기간 동안 운전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엔진

이 연속 무부하 운전 8시간 후 1시간 동안 또는 제작자가 권고하는 시간동안 적어

도 전부하의 25%로 운전되는 절차 또는 제작자의 권고사항에 명시된 대로 절차가 

수립된다는 기술내용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IV.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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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은 냉각수 배관이 엔진 경계부에 연결되는 위치까지의 모

든 배관, 밸브, 열교환기, 펌프를 포함한다. 신청된 발전소의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의 검토범위는 배치 도면, 계통흐름도 도면, 배관 및 계기도면, 계통과 그 운전에 필수

적인 보조지원계통의 설명을 포함한다. 사고의 결과를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비상디젤

엔진 냉각수계통의 필수부분은 내진범주 I와 품질그룹 C로 설계된다.

검토시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의 허용기준은 설계사항, 설계기준과 근거가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31조와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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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립된 규정과의 부합여부이다.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

침서, 품질보증계획서 및 기타 제출자료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신청자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이 위치한 구조물과 계통이 지진, 강풍,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 시키며, 내부 

또는 외부 비산물과 배관 휩, 배관파손에 따른 배관 충격력의 영향을 견딜 수 있

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설비의 공유"

를 만족 시킨다.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은 강풍과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홍

수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설치된다. 이것은 안전

규제지침 4.1, “저탄도 터빈비산물 방호”(또는 RG 1.115)의 규정 II(또는 C.1) 과 

RG 1.117 부록의 13항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부품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 시킨다. 발전소의 각 호기는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

통이 비상디젤발전기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자체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다.

3. 신청자는 냉각수계통의 독립성 및 다중성 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와 관련하여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제31조의 다음 사항에 대해 만족 시

킨다.

가. 과도조건이나 사고조건에서 계통과 기기로부터의 열을 열제거원으로 전달하

는 능력

나. 사고 상태 단일 능동기기고장 가정 하에서 안전기능 수행을 위한 계통의 다

중성

다. 계통의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계통 또는 배관의 기기를 격

리시키는 기능

각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은 다중 디젤발전기를 지원하는 다른 계통으로부터 독

립적이고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비상디젤엔진 냉각수계통 중 어느 한 계통에

서의 단일고장은 단지 관련 디젤발전기에만 영향을 미친다. 비상디젤엔진 냉각수

계통은 디젤에서 생성된 열을 열교환기와 용수계통을 거쳐 최종 열제거원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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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신청자는 NUREG/CR-0660,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의 규정을 만족

시킨다.

4. 신청자는 계통의 안전관련 기기의 가동 중 허용할 수 있는 설계와 관련하여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요건을 만족시키며, 구조물 건전성,

누설견고성, 능동 기기의 운전성과 성능 그리고 사고시 계통이 의도한 대로 제 기

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관련 계통이나 기기의 적절한 기능시

험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

조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구조물 건전성과 누설 견고성, 능동 기기의 운전성과 성능, 계통이 의도한 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은 발전소의 대

기 또는 정상 운전상태동안에 가동 중 기능시험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보유한

다.

검토자는 디젤엔진 냉각수계통이 적용되는 모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언급된 RG의 규정, NUREG/CR-0660 그리고 관련 산업기술기준을 따르고 있으

므로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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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7. Regulatory Guide 1.115, "Protection Against Low Trajectory Turbine Miss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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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UREG/CR-0660, "Enhancement of Onsite Emergency Diesel Generator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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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6절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에 대한 검토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소외전원상실에 따른 비상디젤

엔진의 신뢰할 수 있는 기동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계통을 포함한다. 본 검토에는 공기

압축기, 공기건조기, 공기저장조, 디젤엔진 축회전(cranking) 장치, 밸브, 엔진 연결부분

까지 배관, 여과기 그리고 관련된 부수적인 계측과 제어계통을 포함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디젤엔진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동계통을 보유한다.

2. 계통이 허용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다.

3. 계통은 안전성 부분과 비안전성 부분의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

4. 비내진범주 계통·기기·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야 한다.

5. 계통 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은 내진범주Ⅰ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6. 계통의 단일능동고장시 한 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기능상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7.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는 비상조건하에서 엔진 보호 연동신호에 의한 엔진 정

지가 발생하면 안된다.

8. 과도한 누설에 대한 격리장치를 포함하여 기동계통의 기능 감시 및 제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9. 계통의 검사, 세정,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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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요구될 경우, 건설재료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비정상 고수위(가능최대홍수(PMF)) 동안 기능 수행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장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3.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4.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강풍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

기 위해 계통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5. 홍수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6. 내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7. 강풍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8. 격납건물외부의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을 포함한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방호

를 위한 발전소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코드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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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든 필수 계측제어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제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연동장치를 포함한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 설

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화재방호 요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3. 사용전 및 시운전 시험의 수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14.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품질보증계획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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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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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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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2 이상의 원자로시

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축전지설비를 포

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들

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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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

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

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동계통의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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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 기동계통의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각의 

발전소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또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

의 독립된 기동계통을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기동계통은 독립성 및 

다중성 기준과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

가.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
나. 비상디젤엔진은 엔진 제작자의 권고사항대로 공기압축기, 공기건조기,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공기저장조, 배관, 주입 배관과 밸브, 엔진을 돌리는 장치 등

으로 구성된 공기 기동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다. 최소한 공기기동계통은 공기저장조의 재충전없이 정지중인 디젤엔진을 5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라. 만약 공기저장조의 압력이 최소한의 허용치 아래로 떨어지면 운전원에게 경

고를 하는 경보장치가 있어야 한다.

마. 공기저장조 내부나 계통의 다른 주요 부분에 축적된 수분과 이물질의 주기적

인 또는 자동적인 추출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기동공기는 보통 21oC(70 oF) 환경 하에서 설치되었을 때 10oC (50 oF)를 넘지 

않는 노점온도까지 건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장 낮은 예상대기 온

도보다 적어도 5.5oC(10 oF) 낮도록 기동공기의 노점온도는 제어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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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 근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필수 부분과 비필수부분으로 구분하는 격리

밸브를 포함해서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의 필수 부분이 품질그룹 C와 내진범주 I

로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기계적 특성 및 성능을 기술

하는 기기/계통 설명부분은 상기 내진범주 및 품질그룹 분류가 포함되어 있고 

P&ID가 계통들의 바뀌는 지점, 계통기기 상호 연결부분 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2.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에 대한 기술과 P&ID가 명확하게 모든 운전형태

를 나타내고 엔진기동장치에 의해 요구되는 공기저장조 공기압력의 감시, 지시,

제어수단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P&ID는 공기저장조가 압력계, 방출

밸브, 배수 밸브, 허용범위 이내로 공기저장조 압력을 유지하는 자동장치 그리고 

적절한 저 압력 경보장치를 갖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검토한다.

만약, 주어진 공기 기동계통에 배관연결부가 있다면 배관연결부의 파손이 하나 

이상의 디젤엔진의 기동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

한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기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물 설계도면을 조사한다. 검토자는 공기 기동계통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II.4항

에서 제시된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각 디젤엔진 공기기동계통이 자체의 압축기를 갖고 압축기 성능이 주어진 공기기

동 계통의 공기저장조의 성능에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공기

압축기 용량은 공기기동계통을 30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

4. 검토자는 계통이 강풍, 태풍, 홍수 등 열악한 환경 조건하에서도 운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된다는 것과 계통이 내부 또는 외부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5.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에 가까이 위치한 비내진범주 계통, 구조물 및 

기기의 파손이 계통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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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자는 측정 장비가 습분 및 기름이나 녹과 같은 오염물질로 인한 공기기동 밸

브 또는 여과기의 오염을 배제하는 조치가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의 설계에 포함

되어 있는지 결정한다. 공기 건조기는 습기 제거를 위해 공기저장조로 연결되는 

부분(upstream)에 설치되어야 한다.

7.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 부근에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이 없으며 이러한 

계통들의 배관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됨을 확인한다. 그러한 보호수단은 안전

성분석보고서의 3장에서 기술되며 제시한 정보의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 

항에 제시된다.

8. 안전성분석보고서 정보, P&ID, 관련 계통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은 

설계기준사고시에 단일 능동기기 고장이 동시에 발생함을 가정하고도 계통의 최

소요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IV.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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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에는 소외전원상실에 따라 디젤엔진을 기동하는 능력과 가동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압축기, 공기건조기, 여과기, 밸브와 모든 기기들과 

엔진 연결부분까지의 배관 등이 포함된다. 신청된 발전소의 계통에 대한 검토 범위는 

설계도면, 계통흐름도, P&ID,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과 그의 운전에 필수적인 지원 계

통에 대한 기술사항 등이다. 원자로의 안전정지 또는 사고 결과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의 필수 부분들은 내진범주 I과 품질그룹 C로 설계된다.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의 설계가 적절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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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론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해야 한다.

1. 신청자는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이 위치한 구조물과 계통이 지진, 강풍, 태풍, 홍

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 기준"을 만족 시키며, 내부 

또는 외부 비산물과 배관 휩, 배관파손에 따른 배관 충격력의 영향을 견딜 수 있

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

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시킨다.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은 강풍과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홍수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설치된

다. 이것은 안전규제지침 4.1, “저탄도 터빈비산물 방호”(또는 Regulatory Guide

1.115)의 규정 II(또는 C.1)과 RG 1.117 부록의 13항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부품이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발전소의 각 호기는 그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이 비상디젤발

전기사이에 공유되지 않는 자체 비상디젤발전기를 갖추고 있다.

3. 신청자는 디젤엔진 기동계통의 독립성 및 다중성 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와 관련하

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요건을 만족시

킨다. 각 비상디젤엔진 기동계통은 다중 디젤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다른 계통과 

독립적이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계통 중 어느 하나의 단일고장은 오직 해

당 디젤발전기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각 기동계통은 공기저장조의 충전 없이 

정지된 디젤엔진을 5번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NUREG/CR-0660, "비상

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의 규정을 만족시킨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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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7절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비상디젤엔진의 기기에 필수적인 윤활을 수행한다. 검토

주관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와 제

24조의 요건에 따르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과 관련된 보조계통

을 검토한다. 검토에는 엔진 경계부까지 계통운전에 필수적인 배관, 펌프, 기기 및 관

련 보조장치를 포함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디젤엔진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윤활계통을 보유한다.

2. 계통이 허용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다.

3. 계통은 안전성 부분과 비안전성 부분의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

4. 비내진범주 계통·기기·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야 한다.

5. 계통 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은 내진범주Ⅰ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6. 계통의 단일능동고장시 한 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기능상실이 발생되지 않는

다.

7. 과도한 누설에 대한 격리장치를 포함하여 윤활계통의 기능 감시 및 제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8. 설계시 윤활유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9.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는 비상조건하에서 엔진 보호 연동신호에 의한 엔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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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발생하면 안된다.

10. 설계시 계통의 열 하중을 제거하고 냉각시키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11. 계통의 검사, 세정,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비정상 고수위(가능최대홍수(PMF)) 동안 기능 수행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장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3.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강풍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

기 위해 계통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홍수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5. 내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6. 강풍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7. 격납건물외부의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을 포함한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방호

를 위한 발전소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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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코드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모든 필수 계측제어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제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연동장치를 포함한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 설

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화재방호 요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사용전 및 시운전 시험의 수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13.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품질보증계획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요구될 경우, 건설재료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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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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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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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2이상의 원자로시

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축전지설비를 포

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들

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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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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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

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윤활계통의 안전에 중요

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 윤활계통의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각의 

발전소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또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

의 독립된 윤활계통을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과 관련하여 윤활계통은 독립성 및 

다중성 기준과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

가.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

나. 엔진운전시 윤활계통의 운전 압력, 온도차, 유량 및 열 제거율은 엔진제작자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다. 엔진운전동안 요구되는 윤활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윤활유 시료분석

과 같은 계통 보호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라. 크랭크케이스의 폭발을 방지하고 그러한 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마. 대기상태에 있을 때 윤활계통의 유로가 항시 예열되고 충분한 윤활유를 유지

하고 있어야 한다.

바. 엔진기동 직후 엔진구동 윤활유펌프가 신속히 동작할 수 있도록 대기상태에서 

윤활유를 순환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ANSI/ANS-59-52의 기술내용과 같이 각각의 디젤엔진은 다른 디젤엔진으로부

터 완전히 독립되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비상디젤발전기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아. ANSI/ANS-59.52의 기술내용과 같이 설계기준사고 및 소외전원상실 이후 7일 

동안 비상디젤발전기를 충분히 운전하는데 필요한 윤활유 저장능력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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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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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및 지원계통의 설명 및 관련

도면이 계통의 연속운전에 요구되는 온도, 압력, 연료유 유위를 감시, 지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계통운전을 분명하게 기술하였는지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아래 사항을 확인한다.

가.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 근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의 필수 및 비

필수부분을 분리하는 격리밸브를 포함하여 필수부분이 품질그룹 C 및 내진범

주 I로 분류되는지 확인한다. 기계 특성 및 성능을 나타내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의 기기 및 계통설명이 상기 내진 및 품질 분류를 포함하고 P&ID가 계통이

나 계통기기의 연결부에서 변화점을 표시하는지를 확인한다.

나. 배관 및 계기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배관 연결부의 파손이 윤활유계통 기능

의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지 검토한다.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의 결과가 

검토에 이용된다.

다. 기기의 검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통 배치 도

면 검토한다.

라. 대기상태 동안에 크랭크케이스 오일의 온도를 최소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독

립적인 순환 회로를 가져야 한다.

마. 계통도면(P&IDs)에는 온도, 압력, 수위 변수에 대해 엔진 제작자가 권고한 범위

를 초과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온도, 압력, 유위 센서가 표시되어야 한다.

바. 기동전 엔진의 과도한 장기 사전윤활의 결과로 터보차져 하우징(turbocharger

housing)내의, 엔진 배출 관에 윤활유의 누설 및 축적으로 인한 잠재적인 화재

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엔진의 수동 기동전 사전윤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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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간격은 디젤엔진 제작자의 권고사항이 없다면 3분에서 5분으로 제한한다.

사. 장기간 동안의 대기 시에 윤활유계통의 배유되는 경향에 의해 여러 군데의 베

어링 표면 또는 윤활부위(moving parts)에 윤활유의 일시적인 부족현상 즉,

비상기동 시 디젤엔진의 “건조 기동”을 방지하도록 계통이 설계되어야 한다.

계통은 디젤엔진의 마모부(wearing parts)에 오일막(oil film)을 가능한 한 빨리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베어링 표면의 손상은 엔진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 중에서 한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를 디젤엔진 제작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1) 전기구동 윤활유 펌프는 신뢰할 수 있는 직류 전원을 공급받으며 엔진구동 

주 윤활펌프(main lube oil pump)와 동시에 운전되도록 설치된다. 전기구

동 주 예윤활펌프(main prelube oil pump)는 엔진 주 윤활유 분배 헤더

(main lube oil distribution header)에 적정한 윤활유 압력이 만들어 질 때

까지 또는 엔진 크랭크 주기 동안에만 운전되어야 한다.

2) 연속적으로 운전되는 예윤활(prelube) 계통의 설치는 운전 대기상태에서 

모든 동작부위 및 베어링 표면에 윤활유를 공급한다. 펌프의 고장 또는 낮

은 계통압력시에 운전원에게 적절한 경보를 알려주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간헐적으로(intermediately) 운전되는 사전윤활계통의 설치는 운전대기 상

태에서 모든 동작부위 및 베어링 표면에 윤활유를 공급한다. 이 계통은 동

작부를 사전윤활하기 위해 하루에 최소 5분동안 자동적으로 운전된다. 펌

프 기동시 펌프 고장을 운전원에게 경고하기 위해 적절한 경보설비가 갖

추어져야 한다.

아. 설계는 계통이 요구하는 열제거율과 설계 열 제거율 능력 측면에서의 여유도

를 제시하여야 한다.

자. 엔진의 배수조(engine sump)와 소내저장 능력을 포함하여 계통이 디젤엔진을 

7일간의 연속적인 정격 출력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체적을 보유하도록 

설계된다.

2. 검토자는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계통이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는 지를 확

인하고, 기술적인 판단 그리고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의 결과를 통해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내진범주 I 요건으로 설계되지 않거나 또는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을 보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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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비내진범주 구조물 및 계통의 고장이 동 계통의 제 기능 수행을 방해하

지 않는지 확인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2장, 3장에서는 부지특성을 기술하고 일

반구조물 배치 도면 그리고 구조물 및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에 대한 도표를 기

술한다. 상기 설계요건에 만족되면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은 적절하다.

나. 동 계통의 필수적인 부분은 홍수, 강풍, 태풍 그리고 내부 및 외부 비산물의 영

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부근에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이 없으며 이러한 계통들

의 가상 배관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됨을 확인한다. 그러한 보호 수단은 안전성

분석보고서의 3장에서 기술되며 제시한 정보의 검토절차는 관련 안전심사지침에 

제시된다.

4.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명자료, P&ID, 관련 계통도면 및 계통분석자료는 동 계통의 

필수 부분이 동시에 발생된 단일능동기기 고장을 가정하여도 설계기준사고시에 제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기의 작동성을 확인하기 위

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언급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검토하며, 계통도면

상의 기기 활용가능성을 조사하며, 그리고 요구되는 짧은 시간에 각각의 악화된 

상황(degraded situation)에 대해서도 최소 계통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점검한다. 각

각의 경우에 대해 최소 계통요건을 만족하면 설계는 적절하다.

IV.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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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펌프, 열교환기, 밸브, 배관, 보충수 배관(makeup piping)

및 다른 계통과의 연결부분 또는 경계부분으로 구성된다. 신청된 발전소의 비상디젤엔

진 윤활계통의 검토범위는 배치 도면, 계통흐름도, P&ID, 계통 및 그 운전에 필수적인 

보조계통에 대한 기술자료를 포함한다. 원자로의 안전정지에 필요하거나 또는 사고의 

결과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의 필수 부분은 내진범주 I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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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C로 설계된다.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의 설계가 적절하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

한 결론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해야 한다.

1. 신청자는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이 위치한 구조물과 계통이 지진, 강풍, 태풍, 홍수

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하며, 내부 또는 외부 

비산물과 배관 휩, 배관파손에 따른 배관 충격력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관

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 등에 관한 설계기준"

을 만족한다.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강풍과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홍수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에 설치된다. 이것은 안전규제지

침 4.1, “저탄도 터빈비산물 방호”(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5)의 규

정 II(또는 C.1)과 RG 1.117 부록 13항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기기가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한다. 발전소의 각 호기는 디젤발전기 사이에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

이 공유되어 있지 않는 자체 비상디젤발전기가 있어야 한다.

3. 신청자는 윤활계통의 독립성 및 다중성 요건에 대한 만족여부와 관련하여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요건을 만족한다. 각 비

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다중 디젤 발전기의 역할을 하는 다른 계통과 독립적이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계통 중에서 어느 하나의 단일고장은 오직 해당 디젤

발전기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각 디젤엔진에 대한 비상디젤엔진 윤활계통은 초

기 기동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온도에서 윤활유를 유지 및 운전하여 필요한 엔진

의 윤활을 제공한다. 신청자는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

상"의 규정을 만족한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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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9.5.8절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은 디젤엔진에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연소공기를 

공급하고 디젤엔진으로부터 대기로 연소생성물을 배출한다. 검토자는 외부 흡입구에서

부터 디젤엔진에 연결된 연소공기 공급배관에 이르는 계통과 디젤엔진의 배기 연결부

위로부터 건물 외부에로의 배기지점까지의 계통을 검토하여 이들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와 제24조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각 세부 검토분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비상디젤엔진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흡기 및 배기계통을 보유한다.

2. 계통이 허용 품질기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된다.

3. 계통은 안전성 부분과 비안전성 부분의 경계영역을 갖고 있다.

4. 비내진범주 계통·기기·구조물의 고장이 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야 한다.

5. 계통 중에 안전성에 중요한 부분은 내진범주Ⅰ 구조물 안에 위치한다.

6. 계통의 단일능동고장시 한 대 이상의 비상디젤발전기 기능상실이 발생되지 않는다.

7. 계통의 계측 및 제어 장치는 비상조건하에서 엔진 보호 연동신호에 의한 엔진 정

지가 발생하면 안된다.

8. 계통의 검사, 세정,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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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연계분야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비정상 고수위(가능최대홍수(PMF)) 동안 기능 수행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2장 검

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2. 기기의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3.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PMF), 강풍 비산물 등의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

기 위해 계통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해석, 절차,

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 3.3.2, 3.5.3, 3.7.1～3.7.4, 3.8.4 및 

3.8.5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4. 홍수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

한다.

5. 내부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검토주관부

서가 수행한다.

6. 강풍 비산물에 대한 방호가 요구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2절 검토주관부서

가 수행한다.

7. 격납건물외부의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을 포함한 유체계통의 가상 배관 파손 방호

를 위한 발전소 설계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8.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이 해당코드나 기준에 따라 설계되는지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3.9.3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9. 모든 필수 계측제어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을 결정하기 위한 계측제어 검토는 



제9.5.8절     개정 5 - 2015. 12- 3 -

안전심사지침 7.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0. 연동장치를 포함한 계통의 신뢰성 있는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기기기의 설계, 설

치, 검사 및 시험의 적절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3.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1. 화재방호 요건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2. 사용전 및 시운전 시험의 수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

행한다.

13. 운영기술지침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4. 품질보증계획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7장 검토주관부서가 수행한다.

15. 요구될 경우, 건설재료가 운전조건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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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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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영향에 의하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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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 다만, 배관 설계기준과 일치하는 조건하에서 유체계통 배관의 파단(破斷)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상 배관파단과 관련된 동적 영향은 설계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 2이상의 원자로시

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 축전지설비를 포

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들

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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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요건에 따라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계통 및 기기는 지진·태풍·홍수·해일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자연현상의 영향

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하

여 그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흡기 및 배기계통의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건에 따라 원자로시설 내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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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비산물, 배관의 동적(動的) 움직임 및 방출유체의 영향을 

포함한 동적 영향과 내부 홍수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 흡기 및 배기

계통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적용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요건에 따라 2이상의 원자로시설

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각의 

발전소가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를 보유하고 또한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각각

의 독립된 흡기 및 배기계통을 가져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연료유계통은 독립성 

및 다중성 기준과 다음의 지침 및 규정 등을 만족해야 한다.

가. 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

1) 공기흡입구는 지면(ground level) 보다 최소 6 m (20 ft) 위에 위치되도록 설계되어

야 하고 엔진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여과되어야 한다.

2) 흡기계통과 비상디젤발전기 건물 공기조화계통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3) 배기계통 가스는 비상디젤발전기 건물이나 다른 발전소 건물로 인입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각각의 비상디젤발전기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흡기 및 배기계통을 가져

야 하며 비상디젤발전기가 계속적으로 정격출력을 내야할 때 어떠한 엔진성능

저하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고 물리적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흡기계통은 비상전원이 요구되는 수명기간 동안 공기 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

치를 확보해야 한다.

라. 배기가스 및 다른 희석물 때문에 발생하는 디젤엔진 출력 저하를 막기 위한 예

방대책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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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이 효율이 높은 계통이

며, 그에 대한 기술과 관련 도면이 계통부품 및 계통운전 모드를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다.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 근거, 품질등급 및 

내진범주 분류를 검토한다. 검토자는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의 필수 부분

이 품질그룹 C와 내진범주 I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기계 특성 및 성능을 나

타내는 안전성분석보고서내의 기기 및 계통설명이 상기 내진 및 품질등급을 포함

하고 P&ID가 계통이나 계통기기의 연결부에서 변화점을 표시하는지를 확인한다.

2. 계통기기의 검사를 허용하기 위해 그 계통주위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3. 발전소 부지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배출될지도 모르는 배기물질, 소화

약제(fire extinguishing medium), 또는 다른 기체로부터 흡입 공기가 희석되거나 

오염됨으로써 디젤엔진의 정격출력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기상조건

이나 사고 상태의 결과로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흡기 및 배기시설의 위치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4. 만약 흡기유량 또는 엔진배기가 유량조절장치(louvers나 dampers)의 작동에 좌우

되는 경우, 능동기기에 고장 발생시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이 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5. 이 계통의 대기상태 또는 운전 중에 기상조건(먼지폭풍, 강우, 얼음, 강설)에 노출

된 계통기기를 고장(clogging)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

보고서를 검토한다.

6. 다른 열악한 자연현상의 발생시, 요구대로 이 계통이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

한다. 검토자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기술적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

석(FMEA)의 결과를 사용하여 이 계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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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설계되지 않고 비상디젤엔진의 공기흡입 및 배기계통 

계통의 필수부분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계통이나 다른 계통의 고장, 비상디젤엔

진 공기흡입 및 배기계통의 필수부분을 수용하거나 지지 또는 이에 인접한 비

내진범주 구조물 또는 계통의 고장이 계통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부지특성, 일반구조물 배치 도면 기술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절에 대한 

참고문헌 뿐만 아니라 구조물 및 계통의 내진설계 등급을 나타내는 안전성분

석보고서의 도표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 안전성분석보

고서의 내용은 적절하다.

나. 이 계통의 필수부분이 홍수, 태풍, 강풍, 내부 및 외부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3장의 기술내용은 안전심사지침에 따라 홍수로부

터의 방호 및 비산물 방호기준이 상세히 논의되고 검토된다. 이 계통과 구조물

의 위치 및 설계는 제시된 방호의 정도가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홍수와 비산물으로부터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개별적인 공간에 계통 기기가 

위치하고 있다는 기술이나 이 계통이 태풍에 의한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보호

된다는 기술이 있으면 적절하다.

다. 이 계통의 필수부분이 고․중 에너지 배관의 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된다. 고․
중 에너지 배관계통이 이 계통의 필수부분에 인접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 또

는 파손의 영향으로부터의 방호수단이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배

치 도면 검토한다. 그러한 방호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3.6절에 기술되며 이 

정보에 대한 검토절차는 해당되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되어 있다.

7.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명자료, P&ID,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 설계, 계통

도면 및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자료는 동 계통의 필수 부분이 동시에 발생되는 단

일고장을 가정하고 설계기준사고시 제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다.

검토자는 기기 고장의 원인을 검토하고, 다중 기기의 활용성에 대해 도면을 통해 

확인한다. 그리고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계통 성능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를 점검한다.

8. 비상전원이 요구되는 전체시간 동안 공기 중 미립자들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젤발전기 연소용 흡기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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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또한 다음 내용도 확인한다.

가. 흡기입구의 밑바닥이 지면(ground level) 보다 최소 6 m (20 ft)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흡기설계를 검토한다.

나. 특히 여러 호기가 있는 발전소에서 1개 호기가 운전 중이고 다른 호기가 건설 

중에 있을 때(먼지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함)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

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환기계

통을 통하여 들어가는 디젤발전기실의 먼지제어는 안전심사지침 9.4.5절의 검

토책임의 일부로서 검토자에 의해 확인된다. 안전심사지침 8.3.1절에서 디젤발

전기를 기동하는 것과 관련되는 전기계통(예를 들면, 개별설치나 패널에 설치

된 보조계전기 접점(auxiliary relay contacts), 제어개폐기(control switches) 등)

이 먼지의 축적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것과 디젤발전기실에 유입되는 다른 

물질들 및 콘크리트마루, 벽에서 생성되는 먼지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IV.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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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디젤발전기 흡입 및 배기계통은 연소용 공기흡입구에서 엔진 경계부 사이의 

연결부에 이르는 공기흡입계통 전 부품 및 배관을 포함하며 또 그 연결부위로부터 대

기로 배기하는 지점에 이르는 배기계통의 모든 기기 및 배관들을 포함한다.

신청된 발전소의 비상디젤엔진 공기흡입 및 배기계통의 검토범위는 설계도면, 배관 

및 계기도면, 그리고 디젤엔진의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계통 및 보조지원 계통에 대한 

기술들을 포함한다. 원자로의 안전정지에 필요하거나 사고의 결과를 완화하는데 필요

한 비상디젤엔진 공기흡입 및 배기계통의 필수부분들은 내진범주 I과 품질등급 C에 

따라 설계된다.

신청자가 제출한 비상디젤발전기 공기흡입 및 배기계통은 설계가 적절하고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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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5조, 제16조과 제24조의 요건을 만족한다

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아래 사항에 근거한다.

1. 신청자가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을 수용하고 지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외부 및 내부 비산물, 배관 휩, 배관파단과 관련한 제트충격력에 의한 영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을 수용하는)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을 만족한다.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은 강풍 및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홍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설치된다. 이 계통의 노출부분도 강풍,

강풍 비산물, 터빈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안전규제지침 4.1, “저탄

도 터빈비산물 방호”(또는 Regulatory Guide(이하 “RG") 1.115)의 규정 II(또는 

C.1)과 RG 1.117 부록 13항을 만족한다.

2. 신청자는 안전에 중요한 공유계통 및 기기가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한다. 발전소의 각 호기는 디젤발전기 사이에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이 공유되어 있지 않는 자체 비상디젤발전기가 있다.

3. 신청자는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의 능력과 관련하여 독립성 및 다중성 요

건 만족여부와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

설비" 요건을 만족한다. 각 비상디젤엔진 흡기 및 배기계통은 다중 디젤발전기를 

지원하는 다른 계통과 독립적이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2개 계통 중 어느 

하나의 단일고장은 오직 해당 디젤발전기에만 영향을 준다.

디젤발전기가 최대 정격출력에서 연속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될 때 엔진성능

이 열화되지 않도록 각 계통의 규모가 정해지고 배열된다. 공기흡입구는 발전소 

지면보다 최소 6m(20ft)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먼지와 같은 기체내 입상물질이 이 

계통에 유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여과기가 공급된다. 산소함유량을 

허용치 이하로 감소시키는 다른 희석제의 유입이나 배기가스의 재순환에 기인한 

디젤엔진 출력의 열화를 막기 위해 적당한 설계상 예방조치가 강구된다. 신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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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CR-0660, "소내 비상디젤발전기 신뢰도 향상"의 규정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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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9.5.1-1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지침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Ⅰ. 서론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

항에서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원자로시설내 어느 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원자로시설 전체에 가능한 한 비가연성 또는 내화·내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

지 및 소화계통을 설치할 것.

- 소화계통의 고장·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

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본 부록은,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검토시, 검토자에게 적합한 지침을 제시

하고 있으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

준 등),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5조(원자로제어실), 제26조(원자로보호계통)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및 고시(원자

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과  같은 많은 관련문서의 허용기준

을 포함한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목적은 화재발생시에도 원자로를 정지시켜 안전한 

정지상태로 유지하고 외부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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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안전관련 기기들에 미치는 화재의 위험이나 부수적인 영향에 

대하여 심층방어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만일 발전소의 설계나 설치방법이 여기서 권고

하는 지침과 다를 경우에도 이와 동등한 화재방호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일반설계기

준 3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타당한 기준과 정당성이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본 부록에는 발전소의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와 안전 관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

재위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의 내용을 기술한다. 여기에는 

인명이나 발전소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나 경제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하

기 위한 지침은 포함되지 않는다.

II. 일반사항

1. 규제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

항에서는 원전 화재방호에 대한 일반설계기준으로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

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화재방호에 관한 일반설계기준은 다음과 같은 심층방어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화재

방호계획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 화재를 예방하고

- 화재를 신속 감지하여 제어 및 진화해야 하며

- 안전정지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보호함.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목적은 인명이나 발전소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사항

이나 경제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하는 것보다 화재발생시에도 원자로를 정지시

켜 안전한 정지상태로 유지하고 외부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기능에 

따라 화재손상 제한요건이 설정되어 있다.

- 고온정지기능 : 주제어실이나 비상제어실에서 고온정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

기중 하나의 계열은 노출화재를 포함한 단일화재에 의하여 손상을 입지 않은 상

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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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온정지기능 : 노출화재를 포함한 단일화재에 의하여 상온정지에 필요한 기기의 

두 계열이 모두 손상될 수 있으나, 그 손상된 계열중 적어도 하나의 계열은 72시

간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가 가능하여야 한다.

화재로 인하여 해당 방화지역의 기기는 기능이 상실되고 방화지역에 보수를 위

하여 출입하거나 운전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어실과 물리적 또는 

전기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대체정지능력이 설치되어 있다면 제어실은 이 요건에

서 제외된다.

-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두 계열의 기기는 단일 노출

화재에 의하여 모두 손상 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및 고시

(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시" 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이

러한 요건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고, 심

층방어개념에 입각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화재방호계획 성능목적

이 지침에는 원자력법의 규정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및 화재방호계획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의 검토시 필요

한 지침이 제공되어 있다. 화재방호계획의 목적은 어떠한 화재발생시에도 원자로를 

정지시켜 안전한 정지상태로 유지하고, 외부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누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화재방호계획의 성능목적은 규제기준에 기술

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제1

항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화재방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설

계기준 사고를 대비하는 계통에 대한 화재손상한도보다 화재이후 안전정지 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계통에 대한 화재손상한도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대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나. 화재 후 안전정지

고온정지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계통을 구성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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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상온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하

나의 계통을 구성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발전소 자체의 능력으로 규정된 

시간(72 시간) 내에 보수 또는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방화지역의 모든 기기가 화재로 인하여 작동 불능으로 간주하고 화

재 이후 보수나 운전원의 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안전정지가 가능해야 

한다. 안전정지에 대한 원자로안전 및 성능 목적은 연료허용 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화재 이후의 원자로안전 및 성능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의 미임계 조건 달성 및 유지

- 원자로냉각재 재고량 유지

- (가압경수로형 원전) 고온대기상태 달성 및 유지

- 72시간 내에 상온정지상태에 도달하고 상태 유지

보수나 재장전을 포함하는 정지운전기간에는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안전에 중요한 다중설비들도 기술지침서나 발전소 절차에 기술된 바와 같

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지 또는 재장전 운전조건에서의 화재방호는 

안전기능(반응도 조절, 붕괴열 제거 및 사용후연로 저장조 냉각)에 영향을 주거나 방

사성물질의 방출을 야기하는 화재의 잠재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계획을 수

립해야 한다.

다.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원자력발전소는 화재 시 환경으로 방사성물질 누출 잠재성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유

지하여야 한다. 화재는 원전의 수명기간동안 일어날 수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에 기술된 예상운전과도(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로 간주되어야 한다.

3. 범위

이 지침에는 신규 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재위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발전소의 설계나 설치방법이 본 지침에서 권고하는 지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

전소 화재방호계획이 본 지침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립되고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

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 원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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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재평가와 원자력안전법 제23조(주기적안전성평가) 및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38조(주기적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주기적안전성평가

에 따른다.

이 지침에는 인명 안전에 대한 사항이나 경제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

한 지침이 제공되어 있지 않으며, 원자로 안전과 방사성물질 유출방지에 관한 지침

이 제공되어 있다. 또한, 이 지침에는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화재방호에 대한 세

부사항을 기술하지 않았다.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화재방호는 주로 10 CFR 50

의 Appendix R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과 원자력발전소의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체계로 전환하

기 위하여 NFPA-805, “Performance-Based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Light-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에 따른 성능기반 화재방호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05,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Fire

Protection for Existing Light Water Nuclear Power Plants” 및 NUREG/CR-6850,

“EPRI/NRC-RES Fire PRA Methodology for Nuclear Power Facilities”에 따른 확

률론적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발전소가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화재

방호계획으로 전환할 경우 화재방호 관련 업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러나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규제는 아직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체계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화재방호 분야에서도 구형 원전에 대한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여 설비

개선 및 절차 보완 등 화재안전성 증진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화재방호

분야에 국한하여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화재방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른 감

이 있다. 다만 기존 원전의 화재위험도분석 재평가 또는 주기적안전성평가 시 도출

된 사항 중 설비개선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2)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제8조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화재위

험성평가 결과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소방설비1)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방재청의 고시로 제정되어 있는 화재안전기준이 있

으나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재산

보호 및 인명안전을 위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소방설비와 관련된 기술기준이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화설비ㆍ
경보설비ㆍ피난설비ㆍ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동법 시행령에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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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제지침에서는 원자로의 안전과 방사성물질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화재안전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방호할 수 있는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시

에는 본 규제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대

한 전력산업기술기준인 FPN-803과 804에도 원전 상황에 적합한 방호수준을 제시되

어 있다.

4. 정 의

본 부록에서 사용되는 화재방호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승인(Approved) : 어떤 특수한 목적이나 응용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하여 시험되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 자동작동(Automatic) : 전류, 압력, 온도 또는 기계적인 형태의 변화에 대하여, 수

동으로 조작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동하거나 운전되는 것.

- 가연(성)물질(Combustible Material) : 불연성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

- 주제어실(Control Room Complex) : 주제어실 비상환기계통이 작동되는 지역 

- 연쇄화재(Exposure Fire) : 본래 존재하거나 또는 임시로 존재하는 가연성물질에

서 발생한 화재가, 같은 지역 또는 인접한 지역의 구조물, 기기로 확산하여 발생

하는 화재를 말하며, 이러한 화재의 영향(연기나 열, 불씨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이나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안전정지계통의 한 트레인

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다른 다중계통의 트레인에 연쇄화재를 

유발할 수 있고, 다중계통의 트레인 외의 다른 가연성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같은 

지역에 설치된 두 중복 트레인 모두에 연쇄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 방화지역(Fire Area) : 주어진 시간동안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

과 내화방벽으로 분리된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

- 내화방벽(Fire Barrier) :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

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된 보, 들보, 기둥, 관통부 밀봉재나 마개, 방화문, 방화 

댐퍼 등을 포함한 건설자재(벽, 바닥 그리고 이들의 지지대)를 말한다.

- 화재차단(Fire Stop) : 어떤 방화지역이나 구역 내에서 케이블의 길이방향으로의 

화재확산 및 인접한 가연성물질로의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시공방법 

- 소방대(Fire Brigade) : 소방활동에 배치되어 화재진압에 필요한 훈련과 장비를 갖

춘 발전소 인원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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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감지기(Fire Detector) : 화재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 기타 

필요한 작동을 하는 기구(NFPA 72 참조).

- 화재방호계획(Fire Protection Program) : 모든 화재방호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기나 절차, 사람 등을 말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뜻하는데 계통이나 기기의 설계,

화재예방, 화재감지, 경보, 제한조치(Confinement), 화재진압, 행정관리, 소방대 조

직, 검사 및 보수, 훈련, 품질보증 및 시험 등을 포함한다.

- 내화등급(Fire Resistance Rating) :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의 시험절차에 따라 어

떤 자재나 집합체가 화재에 노출되어 견디는 시간으로 정해진 등급

- 화재진압(Fire Suppression) : 화재의 억제와 소화작업 - 수동화재진압은 호스, 이

동용 소화기, 발전소인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되는 고정식 소화설비 등을 사

용하는 것이며, 자동진압은 물, 할론, 이산화탄소설비 등과 같은 자동으로 작동되

는 고정식 소화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방화구역(Fire Zone) : 가연성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을 말한다.

- 불연(성)물질(Noncombustible Material)

가. 사용되는 형태나 예상되는 조건하에서 불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 연소되지도 

않고 연소를 돕거나 가연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

나. ASTM E-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시험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화염전파등급이 50이하

이고 두께가 3.2mm(1/8인치)이하의 표면재를 갖는 것으로 위 가.의 정의에 

따른 불연성을 갖는 물질

- 도관 (Raceway) :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 참조

- 도관 내화방벽 (Raceway Fire Barrier) : 공인된 시험소에서 화재저항력을 시간단

위로 평가하고 화재에 의한 손상없이 안전정지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기

나 케이블의 주위에 설치된 하중을 받지 않는 칸막이형 외부덮개 계통

- 제한지역(Restricted Area) :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로부터 인원을 보호할 목적으

로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

-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Safety-Related systems and Components) : 원자로를 정

지시키고 가상사고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원자로를 안전정지상태로 유지하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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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계통 및 기기

- 2차 격납건물(Secondary Containment) : 격납건물 누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1차 

격납건물을 완전히 둘러싸도록 설치된 구조물

- 스프링클러 계통(Sprinkler System) : 화재지역 전체에 물을 분사하고 화재를 완

전히 소화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수 공급원에 연결된 배관망을 말한

다. 스프링클러는 보통 열에 의하여 동작되며, 조절밸브와 스프링클러 동작 시 경

보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포함한다.

- 소화전 및 호스계통(Standpipe and Hose Systems) : 건물내부의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소화수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소화수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연결구, 호스, 노즐 등을 갖춘 고정배관설비.

- 물 분무 소화설비(Water Spray System) : 개방형의 분사노즐을 사용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계통과 유사한 구조의 배관망이며 NFPA 15에 지침이 기

술되어 있다.

III. 규제입장

1. 화재방호계획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

계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고 화재방호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의 항목별 세부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2), “화재위험

도분석에 대한 기술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

려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 화재위험성 평가

-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화재감지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능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시

에는 가동원전의 화재방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세부사항이 기술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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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화재방호 관련 조직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화재예방, 화재진압 및 화재발생시 

안전정지관련 운영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단계

에서는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그리고 운영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화재방호계획

의 이행을 위한 대책 수립을 통하여 원자로안전과 방사성물질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규정된 요건의 만족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방호계획

- 화재방호계획에 책임이 있는 사업조직내의 다양한 직책

- 책임 이행을 위한 직책별로 위임된 권한

- 화재방호, 감지 및 진압기능과 화재손상한도에 대한 개요

- 화재방호 및 수동 화재진압활동을 위한 행정관리 및 인적 요건

- 자동 및 수동으로 조작되는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기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

물, 계통 및 기기의 손상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

또한 가동되고 있는 원전과 더불어 건설, 변경 및 폐로 중인 원전이 있는 부지에서

의 화재방호계획에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과 관련된 화재위험들을 지속적으로 평

가해야 한다. 가동 원전을 다른 원전의 건설 혹은 폐쇄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가적인 방화벽, 화재방호능력, 행정관리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1.1 조직 구성, 인원, 책임과 권한 

화재방호계획에는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조직의 체계 및 책임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에는 화재방호계획의 정책, (계획의 개발, 유지, 개선 및 

일치성 검증을 포함하는) 계획 관리, 화재방호 담당직원 및 자격, 설계 및 변경, 화

재방호계통 및 장비의 검사, 시험 및 유지보수, 화재예방, 비상대책(소방대 및 소외 

상호 협조), 일반고용인, 운전원 및 소방대원 훈련 등이 포함된다.

사업책임자는 원자로안전과 화재방호 관련지식 및 지위책임이 있는 자에게 화재방

호계획의 감독관리를 할당해야 한다. 총괄적인 화재방호계획의 책임은 화재방호 활

동에 관여된 모든 조직들의 유지관리 권한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어야만 한다. 화재

방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과 종합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화재방호

와 원자로안전에 경험과 훈련을 통해 준비된 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직위들과 조직들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1) 경영층: 관련 조직의 체계화, 화재방호계획의 이행, 원자력 발전소 화재방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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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진다.

2) 관리직: 조직구성, 업무수행 그리고 화재방호계획의 효율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다.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의 화재방호계획에는 화

재 대피 훈련, 발전소 직원과 소방대와의 공동훈련도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방호

계획의 효율성에 관한 평가결과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정조치, 혹은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들과 함께 화재방호에 책임이 있는 상급 관리직위에 보고되어야 

한다.

3) 현장 관리직: 화재예방 및 화재방호를 포함하고 모든 우발적인 사고를 지휘하고 

발전소운전과 비상계획의 전반적인 관리에 책임이 있다. 가동원전의 책임자는 

가동원전이나 원자로나 건설, 대규모 변경, 혹은 다른 호기의 폐로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 부지에 대한 화재방호의 우선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4) 현장조직

가)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지역에서 가연물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기검사

를 수행하고, 청결관리의 효과를 판단하는 조직,

나) 모든 화재방호계통/기기, 비상호흡장비, 비상조명, 통신설비, 방화체, 관통부 

밀봉재 및 내화도료의 적합한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방호에 상태를 개선하

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수행됨을 확인하

는 조직.

다) 운전원이나 발전소소방대의 소방훈련, 설비의 설계 및 선택, 절차에 따라 화

재방호계통과 설비의 주기시험 및 검사, 시험결과의 평가 및 시험 중인 설

비의 적합성 판단을 책임지는 조직

라) 훈련목적이 적절히 만족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훈련의 평가를 

지원하는 조직

마) 일시적인 화재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절차서에서 추가적인 화재방호를 명시

하기 위하여 주어진 작업의 화재방호검토를 담당하는 조직

바) 화재방호와 화재방호 관련 비상절차를 이행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모든 발

전소 계약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조직

사) 화재방호 관련 가연성물질의 누설이나 흘러넘침과 같은 우발적인 사고를 취

급하는 사람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조직

아) 고온작업의 검토를 담당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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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방호 품질보증을 담당하는 현장부서 : 계획된 검사 및 감사에 의하여 화재방

호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이들 검사 및 감사결과가 신속하게 관련 운영 층

에 보고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6) 초동소방대(규제입장 3.5.1항 참조).

가) 초동소방대는 화재진압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화재방호 관련 각 소방대원의 

권한과 책임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나) 각 소방대원의 임무는 화재진압절차에서 요구하는 행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소방대원의 부수적인 임무는 화재비상시 소방대와 관련된 임무와 충돌되어

서는 안된다.

라) 초동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활동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각 

교대조마다 최소한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소방대의 규모는 부상자를 적절히 

고려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기능에 근거하여야 한다. 소방대는 심

각한 화재 시 교대조의 운전원에게 부과되는 모든 운전 및 비상대응에 필요

한 요구사항들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2 화재위험도분석

발전소 사업자는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화재 발생시 안전정지능력을 유지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방출을 최소화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는 발전소 설계 및 운영 변경 시에 필요하면 개정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은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원래 존재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화재위험의 파악

2)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이나 환경으로의 방사능물질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

력에 대한 발전소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영향 평가

3)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설치된 방화지역에 필요한 화재예방, 감

지, 진압 및 확산방지 및 대체 정지성능을 위한 방안을 규정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규제요건이나 화재방호계획지침이 만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분석에서 지역, 계통종류, 설계기준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설명과 함께 계획

의 적용 가능한 요소를 목록으로 기술한다. 분석에서는 규제지침에서 벗어나는 사

항을 파악하여 정당화하여야 한다. 규제지침과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당화는 

동일한 수준(규제입장 1.8항 참조)으로 방호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대체방호설

비를 수립하지 않고 방호설비를 제거한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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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도분석은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 화재방호 요건 및 지침의 적용성

-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즉 케이블 절연체 및 외피재료, 윤활유, 디젤유, 인화

성가스, 화학약품, 건축재료 및 마감재)의 양, 형태, 배열 및 위치를 포함한 상

존하거나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운전 유지보수 

및 재장전 활동과 연계하여 확인

- 화재의 영향(즉 열, 화염 및 연기)에 의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이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즉,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 저장, 보조보일러 장비, 인근 산업설비 또는 이송 수단, 자연적인 

식물 및 인접한 발전소 지원 설비)들을 확인

- 자동화재감지 및 진압기능에 대한 설계, 설치, 운전 시험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서 확인된 특정 화재위험과 관련하여 

제공된 자동진압능력(즉 방수밀도, 가스소화약제 농도)의 수준을 기술해야 한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계에 낙뢰의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배열 및 배치도가 묘사되어야 한다.

방화지역 내부 안전정지계통의 방호(규제입장 5.다 항 및 5.마 항)는 가장 심

각한 화재와 화재피해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손상범위를 기술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서는 다중정

지계통간의 공간격리수준, 영구 및 임시가연성물질, 가용한 화재방호계통, 점

화원, 화재 발생 지역 내에 있는 안전정지 관련 케이블, 기기, 계통 및 설비에 

대한 화재피해 취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화재시험성적서, 재료와 내화방벽 계통의 품질, 내화방벽의 설치품질을 포함하

는 내화방벽의 인증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규제입장 4.3 항에 내화방벽의 전

선관로(raceway)의 품질 및 시험에 대한 상세지침이 기술되어 있다.

- 방화지역 구조(벽, 바닥과 코팅 및 두께를 포함한 천장의 재료, 구조체 내화시

험, 지역의 크기 및 체적, 정상 환기 및 연기제거능력, 수동화재진압을 위한 

진입 시 혼잡정도)가 기술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는 방화지역이 적절

히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제입장 

4.1.2항에는 방화지역과 방화구역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 옥내·외 소화전(hydrants, standpipes) 및 소화기를 포함한 수동진압능력, 소방

대, 수동진압장비, 계획 및 절차, 훈련 상호협조 및 수동진압을 위한 발전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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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접근성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서 수동 화재진압장비 위

치 및 형태, 수동화재를 위한 접근성 등이 열거되어야 한다.

- 운전에 대한 화재의 잠재적 영향이 확인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어실 안전에 중요한 운전을 수행하는 지역에서의 화재

+ 안전정지를 위해 상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소개해야 하는 화재

조건

+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지역에서의 발전소 조작이나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적절한 접근로나 연기제거기능의 부족

- 화재진압설비의 기능손상 가능성이 안전정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야 

한다. “화재피해”는 화재진압설비의 정상 혹은 비정상 운전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설비의 피해를 포함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는 소화활동의 효과도 기

술하여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에 “소화설비의 고장·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도

록 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 인화성가스 또는 잠재적인 에너지원(화학처리계통, 이온교환기의 단, 고압전기

장비 등)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폭발환경이 있는 지역에서의 폭발방지 수단이 

열거되어야 한다.

- 산소의 가용성(예 : 불활성기체를 충진한 격납용기)이 확인되어야 한다.

- 다중의 안전정지계통들이 적절하게 격리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대체 또는 전

용의 정지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화재

를 야기할 수 있는 방화지역/구역 내부의 지점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

해야 한다. 화재의 성장은 방화지역내의 상존 혹은 임시가연성물질의 인화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동진화설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자동진화설비의 동작 시와 동

작이 안 될 경우에 대하여 가상화재의 영향이 평가되어야 한다.

안전관련 계통의 화재와 관련 없는 사고, 다른 발전소 사고 또는 심각한 자연재해

와 동시에 발생하는 최악의 화재는 가정하지 않는다.

다수호기 부지에서 2개 이상의 호기에서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가정하지 않

는다. 발전소간 공유설비 화재나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인위적인 부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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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 항공기 충돌)로 한 개 호기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는 고려하여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에서는 아래의 결과로 인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

의 기능 상실을 유발하지 않도록 화재위험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방호하여야 한다.

- 연료재장전, 보수 및 설계변경과 같은 정상운전 중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연성 물질의 양과 밀도를 고려한 임시화재위험

- 건축재료, 가구 또는 가연성 물질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화재 전파가 용이한 배열

- 안전정지를 위해 상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소개해야 하는 화재, 열, 연

기 또는 용수에 대한 노출 

- 주제어실이나 안전에 중요한 필수기능을 갖는 지역의 화재

-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의 발전소 조작이나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적절한 접근로

나 연기제거기능의 부족

- 폭발예방 수단의 부족

- 전원, 제어 및 계측 회로의 상실

- 화재진압설비의 오작동

화재위험도분석은 자격 있는 화재방호 및 원자로계통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발전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상화재의 결과와 화재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

험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원자로안전에 대한 가상화재 결과의 평가는 원자로안전에 

완전히 훈련되고 경험을 가진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을 수

행하는 사람은 화재예방 및 관리의 이론, 화재발생에서 화재성장을 통하여 인근지

역으로 파급되는 화재현상에 대하여 완전하게 훈련을 받고 경험을 가져야 한다.

1.3 안전정지분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에 따

라, 모든 가동원전은 원자로 안전정지기능을 확보하도록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들에 화재손상을 제한하는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

사업자는 주어진 지역의 화재에 대하여 원자로 안전정지기능을 입증하는 안전정지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규제입장 5.1 항에는 안전정지 성능목표가 기술되어 있다.

사업자는 이러한 성능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계통의 기능을 입증해야 한

다.

안전정지분석에서 방화지역의 안전정지 기기와 회로를 확인하고, 5.3 항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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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거나 대체 또는 전용의 정지계통이 5.4 항에 따라 설치되어 있음을 입증하여

야 한다. 정지 기능을 갖는 계통의 조합은 발전소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정지기능은 안전정지 성능목적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안전정지를 수행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참조 5.5 항).

1.4 화재시험기록

화재방호요건과 일치함을 입증하는데 사용되는 화재시험보고서와 화재 data (예: 내

화방벽 시험자료 및 케이블 전압강하자료)는 정보가 적절하고 자료의 대표성이 있

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NFPA 251, "건축재료의 내화시험 표준방법“에 의하면 시험편 제작의 차이나 시험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시험체의 성능특성이 상당히 변할 수 있으므로 시험조건은 

주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내화방벽의 시험에서 모든 형태를 시험할 수 없으므로 시험조건을 벗어나는 형태의 

평가에 대하여는 규제입장 1.8.3과 4.3에 기술되어 있다.

1.5 보완수단

보수나 설계변경작업을 위한 특정 화재방호특성을 임시로 변경하는 것은 화재감시

인, 임시 내화방벽, 혹은 보조진압기능과 같은 임시의 보완수단이 마련된 경우에 허

용될 수 있다. 보완이 필요한 공통적인 형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화재방호

계획이나 운영기술지침서에 구체적인 보완수단을 기술하여야 한다. 발전소 고유의 

상황이나 승인된 화재방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단에 대해서 사업자는 적절한 보

완수단을 결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성능저하 또는 부적합상태에 대해서도 보완수단을 이행할 수 있다. 발전

소나 개별적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운전에 대한 성능저하 또는 부적합상태의 

영향 평가에서 사업자는 최종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 보완수

단을 사용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운전성

을 위한 보완수단에 대한 신뢰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한다. 보완수단을 사용하

지 않고 신뢰도가 크게 저감되는 상태에서 운전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보완수단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운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는 화재방호계획에 명시된 보완수단을 대체하거나 이들 수단을 조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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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유해야 한다.

-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대체보완수단의 영향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평가결과

- 사업자의 화재방호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보완수단에 대한 대체보완수단의 적절성

을 비교하는 문서화된 평가결과

- 대체보완수단이 화재사고시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발전소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는 평가결과 

화재방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원자력법의 관련 규정에 만족하여야 하고, 변경이력

이 관리되어야 한다.

대체보완수단의 평가는 방화지역내에 가연성물질의 위치, 양 및 형태, 점화원의 존재 

및 발생가능성, 방화지역내 자동화재진압 및 화재감지 기능, 방화지역내 수동화재진

압기능 및 발생가능한 인적오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관점과 연계되어야 한

다.

1.6 화재방호 훈련 및 자격인정

화재방호계획은 화재방호와 원자로안전 모두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자의 지도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발전소 직원은 화재방호계획과 화재방호 관련 비상절차를 수행하

는 행정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

1.6.1 화재방호 담당자의 교육 및 자격

화재방호 담당자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화재방호계획의 구성 및 보증과 이행계획은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계획 지도 

시 상세한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화재방호와 원자로안전에 관한 훈련 

및 경험을 보유한 직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원자로 운전원 자격증 및 소

방관련 자격증 또는 동등한 지식이 있는 자는 이러한 능력이 갖추어진 것으

로 본다.

- 초동소방대원은 화재진압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규제입장1.6.4에 기술된 소방훈련을 받아야 한다.

- 화재방호 설비의 정비와 시험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분야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 초동소방대의 훈련을 담당하는 자는 해당분야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유자격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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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일반직원 교육

발전소 일반직원은 화재 예방, 감지 및 진압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모든 직원들

에게 화재방호요원의 책임을 포함한 화재방호계획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

다. 또한 화재의 종류와 적절한 소화약제, 부지에서의 특정 화재위험, 화재소화설비 

작동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소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 주제어실에 통보, 즉각적인 소화작업, 현장 화재진압 설비의 작동과 같은 화재 

발견 시 적절한 조치사항,

- 화재경보 인식 후 조치사항

- 가연물 및 점화원 사용에 관한 행정관리

- 가연성 액체 또는 기체 노출 시 조치사항

1.6.3 화재감시인 교육

화재감시인은 고온작업 시 감시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하며 화재방호설비 기능저하에 

대한 보완 수단의 역할을 한다. 화재감시인 교육에는 화재감시자 임무, 책임, 주기

적인 순찰 및 연속감시에 조치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시인의 자격에는 화

재진압장비 사용과 같은 실기교육이 포함된다. 감시인을 보완 수단으로 사용하면 

감시인 교육에 기록유지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1.6.4 초동소방대 자격 및 교육

초동소방대 교육계획은 화재를 확실하게 진압하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립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은 초기 강의실교육과 주기적인 강의실 교육, 소화 실

습 및 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훈련지침은 규제입장 3.5.1.4 참조).

초동소방대 교육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NFPA 기준들을 참조할 수 있다. NFPA

600, "Standard on Industrial Fire Brigades"와 참조하고 있는 NFPA 지침에는 발전

소 소방대 교육에 대한 적절한 허용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는 NFPA

1410, "Standard on Training for Initial Emergency Scene Operations"와 NFPA

1500, "Standard on Fire Depart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gram"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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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자격

초동소방대장과 최소 2명 이상의 소방대원은 안전관련 계통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거나 지식을 보유하여 화재 및 소화약제가 안전정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초동소방대장은 화재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제어실 

운전원에게 자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자로 운전원 자격증 또는 

동등한 지식이 있는 자는 이러한 능력이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발전소 전용의 전문

소방대(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원전에서는 화재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

제어실 운전원 및 사고 지휘자에게 자문하는 자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자문가는 원

자로 운전원 또는 동등한 발전소 지식을 보유하고 화재 시 사고지휘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전담하여야 한다.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신체조건이 적

합한 자이어야 한다.

1.6.4.2 소방대 교육

발전소내 화재종류별 진화와 원자력발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사용에 대한 

훈련, 지식, 경험을 보유한 유자격자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은 

모든 소방대원과 소방대장이 해당된다.

최초 강의실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발전소 화재진압계획과 각자의 임무 및 특정 역할에 대해 교육

- 발전소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종류 및 위치

- 연소생성물의 독성 및 부식성

- 방화지역별 화재진압 장비의 위치 및 발전소 배치에 친숙화, 각 지역의 접근 

및 대피 경로 인지

- 가용한 화재진압 장비의 사용법, 적절한 화재진압 방법

+ 방사성물질이 관련된 화재

+ 여자된 전기기기 화재

+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화재

+ 수소화재

+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또는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관련된 화재

+ 건설 또는 개조작업 중 화재

+ 보존 문서 화재

- 통신, 조명, 환기, 비상호흡장비의 적절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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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 및 제한구역에서의 적절한 화재진압 방법

- 화재진압 활동의 방향 및 협조(초동소방대장 임무)

- 화재진압 전략 및 절차의 상세 검토

- 최근의 발전소 변경사항 및 이에 따른 화재진압 계획의 변경 검토

초동소방대 훈련은 각자의 임무와 책임이 미리 정해지도록 자체소방대 및 지역소방

대와 협조하여야 한다. 이 협조는 교육과정 일부로 포함되어야 하고 자체소방대원 

및 지역소방대 요원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은 원전, 특히 플라스틱 절연체로 된 전기케이블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전기케

이블을 진화하는데 물을 사용하는 기술, 장비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초동소방대 훈련을 통해 도출된 화재진압대책의 개선이나 기타 화재방호계획서의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2년 이상 지난 모든 소방대원

에 대해 강의실 교육을 반복하기 위해 주기적인 보수훈련계획을 가져야 한다. 주기

적인 보수교육은 정기적인 회의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건물 내에서의 화재진압

에 대한 재훈련 혹은 확대교육은 수행성적이 미달되는 모든 소방대원에게 실시되어

야 한다.

1.6.4.3 소방대 실습

실습은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해 적합한 진화방법을 소방대 

근무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실습에서는 실제 화재진압 경험과 격렬한 진화활

동에서 비상호흡장비 사용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실습은 모든 소방

대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6.4.4 소방대 훈련기록

훈련평가를 포함한 소방대원의 훈련기록은 각 대원이 훈련계획의 모든 분야에서 훈

련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훈련기록은 규제

검사원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1.7 품질보증

화재방호 품질보증은 전사 품질보증계획의 일부이어야 하고, 화재방호계통에 대하

여 사업자는 화재방호계통이 본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하

며, 시험·유지 및 운전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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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방호 품질보증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1) 화재방호 품질보증계획을 

원자력법 품질보증요건에 의한 발전소 전체 품질보증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키거나 

혹은 (2) 별도의 화재방호 품질보증계획과 수행방법을 제출하는 두 가지 방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

품질보증계획은 품질보증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1) 화재방호 품질보

증계획이 적합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고 화재방호를 담당하는 운영 층에 적합함이 

확인되고, (2) 검토, 점검 및 감사를 통하여 화재방호 관련 품질보증계획서의 유효

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방호계획 요건을 만족하는 기타 품질

보증계획기능의 수행은 품질보증조직 외부인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화재방호 품질보증계획은 특정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허용기준은 화재방

호계통, 비상조명, 통신 및 자가호흡장비 뿐만 아니라 안전에 중요한 설비의 화재방

호요건을 포함한 화재방호계획의 범위 내에 있는 항목에 적용된다.

1.7.1 설계 및 구매문서 관리

사업자는 설계 및 구매문서에 본 규제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지침을 포함시키는 방

안을 설정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한 본 지침에 대한 불일치사항이 다음과 같이 관

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현장 변경사항과 설계위배사항을 포함한 설계 및 구매문서 변경은 원래문서에 

적용했던 수준으로 관리되고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 해당 화재방호코드와 표준과 같은 설계문서에는 품질표준이 명시되고 이 품질

표준을 위배한 사항이나 변경사항은 관리되어야 한다.

- 화재방호계통을 포함한 새로운 설계와 발전소 개선은 해당 화재방호요건을 포

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검토한다. 다음과 같은 항

목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 케이블격리 허용기준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설계검토

+ 격실 격리(관통부 밀봉재, 바닥 및 기타 내화방벽)를 위한 요건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설계검토

- 구매문서에 기술된 화재방호요건과 품질요건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승인이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화재방호요건과 품

질요건이 바르게 기술되고 검토되고 관리되는 것과, 적절한 승인 및 부결 허

용기준이 있으며, 해당 품질보증계획요건에 따라 구매문서가 작성되고 검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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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승인되고 있음을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1.7.2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사업자는 화재방호계획을 구성하는 검사, 시험, 행정관리, 화재진압훈련이 문서화된 

지시서, 절차서 도면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문서화된 절차에 따른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을 위한 교육 및 훈련계획

- 문서화된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에 따른 화재방호계통의 설계, 설치, 시험, 검

사, 유지보수 및 개선과 같은 작업

- 점화원 및 가연물 관리, 보조 화재방호기능 설비, 화재방호계통의 기능상실,

특별히 평가되지 않은 재료 사용의 제한과 같은 적절한 화재방호요건에 근거

한 설계, 설치, 시험, 검사, 유지보수, 개선 및 행정관리를 위한 지시서, 절차

서의 검토

- 승인된 절차서에 의한 관통부 밀봉재, 내화방벽의 설치작업, 내화도료 도포작업

1.7.3 재료, 설비, 역무의 구매관리

다음과 같이 구매된 재료, 설비, 역무가 구매문서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장에서의 평가와 선정, 계약자 품질의 객관적인 증거, 공급자 검사, 인수검

사를 위한 적절한 조항

- 설치 후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품목의 최소한의 공장 혹은 인수검사

1.7.4 검사

문서화된 설치도면과 시험절차를 만족함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수행

하는 화재방호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

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재방호계통의 설치, 유지보수, 변경에 대한  검사

- 설계 및 설치요건에 따름을 확인하는 비상조명 및 통신설비에 대한 검사

- 작업 완료상태 확인을 위한 관통부 밀봉재, 내화방벽, 난연성도료도포 검사

- 설계 및 설치요건에 따름을 확인하는 케이블 배선검사

- 건설과정에서 격실 격리(관통부, 바닥 및 기타 내화방벽의 밀봉)요건이 달성되

었음을 확인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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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원이 작업부서와 독립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화재방호의 설계와 설

치요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

-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절차, 지침, 점검표:

+ 검사대상물의 특성 및 작업 확인 

+ 검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확인

+ 허용 및 부결 기준.

+ 검사방법의 기술

+ 제작, 점검, 시험 등의 완료 및 검증을 위한 기록

+ 검사자, 데이터, 검사결과의 기록.

- 화재방호설비, 비상호흡기구 및 보조기구, 통신설비의 적합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

- 내화방벽, 방화체, 밀봉재, 난연 도료 등의 열화 및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주

기적인 검사.

1.7.5 시험 및 시험관리

시험이 수행되고 설계 및 계통 구성요건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검사와 감사에 의하

여 확인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시험은 문

서화된 시험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시험결과는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시험계획에

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공시험 : 건설, 설계변경, 보수 및 교체시공 이후 화재방호계통, 비상조명등 

및 통신설비가 만족스럽게 작동되고 설계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입증하기 위

하여 충분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설치시험을 위한 문서화된 시험절차에 

관련 설계문서에 있는 요건과 허용범위가 연계되어야 한다.

- 주기시험 : 주기시험을 위한 계획과 방법이 개발되어 문서화되어야 한다. 화재

방호계통, 비상조명등 및 통신설비가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고 설계허용기준을 

계속하여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 품질보증 : 화재방호계통이 시험되고 시험원이 효과적으로 훈련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한 품질보증/품질검사를 위하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문서화 : 시험결과는 적절성이 자격과 책임을 가진 자에 기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1.7.6 시험, 검사 및 운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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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만족스럽게 통과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확인하기 위한 방

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들 방법에는 요구되는 시험, 검사의 완료 및 운전형태를 

표시하기 위한 꼬리표, 라벨 혹은 유사한 임시표시와 같은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1.7.7 부적합사항

부적합한 사용 및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관리

하는 수단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들 방법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적합하거나 운전이 불가능 또는 오작동인 화재방호계통, 비상조명등 및 통

신설비는 적절히 꼬리표로 표시되어야 한다.

- 부적절한 재료, 부품, 기기 혹은 용역에 대하여 확인, 문서화, 격리, 검토의견,

관련 부서의 통보는 절차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문서화작업에는 부적합사항을 확인하고, 부적합내용과 부적합사항의 조치내용

을 명시하고 조치내용을 승인하는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적합사항의 조치내용과 승인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이나 조

직을 확인하는 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1.7.8 시정조치

손상, 오동작, 결함, 불일치사항, 고장난 기기, 관리되지 않는 가연성물질, 부적합사

항과 같은 화재방호에 위해가 되는 조건이 신속하게 확인· 보고 및 시정조치됨을 

확인하는 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 필요한 시정조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손상, 오동작, 결함, 불일치

사항, 고장난 재료 및 기기와 같은) 화재방호에 위해가 되는 조건에 대한 평

가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 화재사고와 같은 화재방호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상태의 경

우, 상태의 원인이 판단되고 분석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한 시정조치가 취

해진다. 상태의 원인 및 시정조치는 관련 경영층에 신속히 보고되어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한다.

1.7.9 기록

화재방호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 위에서 열거한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보이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이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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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은 식별되고 정정이 가능하고 화재방호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록에는 

검사, 시험, 검토 및 감사결과,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보고서, 건설, 유지/보

수 및 설계변경기록, 제작자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 보존요건이 수립되어야 한다.

1.7.10 감사

화재방호 업무가 화재방호계획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화재방호특성과 안전정지기능에 적용되는 설계 및 구매문서, 지시서, 절차서, 도

면,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품질보증허용기준의 이행과 행정관리와 일치

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품질보증감사원은 미리 작성된 절차서와 

점검표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수검하는 분야와 직접

적인 책임이 없어야 한다.

- 감사결과는 문서화되고 수검받는 분야의 책임있는 경영층에 의해 검토된다.

- 감사결과 도출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경영층에 의해 후속조치가 취

해진다.

- 화재방호요건에의 만족여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화재방호감사는 자격을 갖춘 감사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팀은 최소한 사업자

의 품질보증부서의 감사팀장, 계통기술자, 화재방호기술자를 포함해야 한다. 감사팀

장은 ASME NQA-1(원자력시설을 위한 품질보증계획요건)에 따라 인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계통기술자는 안전계통, 운전절차서, 비상절차서에 대한 지식

이 있어야 한다. 화재방호기술자(혹은 기술고문)는 화재방호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사팀에 의하여 기술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요건이 

적절히 평가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1.8 화재방호계획 변경 및 코드 불일치사항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의 역사가 30년을 초과하였으며, 다양한 원자로(경/중수형 원

전)와 다양한 도입국(미국, 캐나다 및 프랑스)에 따라 발전소별로 적용되는 화재방

호관련 규제요건과 기술기준이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재방호관

련 규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화재위험도분석과 가동원전 화재방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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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수립에 대한 고시를 공포하였다.

1975년 Browns Ferry 원전의 화재이전에는 미국의 화재방호규정으로 일반설계기준 

3(10 CFR 50의 Appendix A의 GDC 3)만 제시되어 있었으며, 일반 산업시설과 동

일하게 화재관련 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원전을 건설하였다. Browns Ferry 원전의 화

재 후속조치로 10 CFR 50.48, NUREG-0800, SRP 9.5-1 및 BTP CMEB 9.5-1 등 원

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이 고려된 미국의 화재방호규정이 정립되었다. 최근에는 화재

방호분야에 대한 규제도 타분야와 동일하게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규제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화재방호규정이 정립되기 이전의 원전(1979년 이전에 운영허

가 된 원전으로 10 CFR 50의 Appendix R을 적용)을 중심으로 리스크정보활용 성

능기반 화재방호계획으로 변경하는 단계에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원자력법 체계에서 10 CFR 50의 Appendix R을 별도로 소급적용

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사업자는 원자로냉각재펌프 누유수집

조 등 설비를 개선하였으며, 2003년 제정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현재

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에 따라 1990년 이전부터 가동 중 모든 원전에 대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였

다. 화재위험도분석 결과 NUREG 0800, Standard Review Plan의 BTP CMEB 9.5-1

과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었으며 화재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수립된 개선계

획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화재방호 이외의 분야의 규제체계가 리

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가동 중 원전

에 대한 화재방호계획을 리스크정보활용 성능기반 방법론을 사용한 화재방호계획으

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요건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자가 리스크정보활

용 성능기반 방법론을 사용한 화재방호계획으로 전환할 의도가 있거나,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하는 원전의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검토되고 승인된 방법

론과 허용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지침은 추후 개발될 예정이며,

RG 1.174, "An Approach for Using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in

Risk-Informed Decisions on Plant-Specific Changes to the Licensing Basis"에 발전

소의 현허가 기준(current licensing basis)에 대한 리스크정보 변경을 위한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화재방호 규제요건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불일치사항,

면제사항 및 기타현안을 기술하기 위한 규제구조에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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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화재위험도분석 적합성 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한 적합성을 10년 주기로 평가해야 한다. 화재

위험도분석 적합성평가의 주 목적은 변동된 기술적 요건의 적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며, 원자로시설의 설계 또는 운전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재위험도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원전에 대한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현재

의 화재방호관련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존 화재방호 상태 또는 

개선될 화재방호가 기술적 요건과 동등한 안전수준을 유지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 적합성 평가 방법 및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를 따른다.

화재위험도분석(규제입장 1.2항 참조)을 통하여 적절한 화재안전성이 대체방법(예를 

들면, 3시간 내화방벽에 1시간 내화방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정해진 요건과 다른 

방법)으로 설치될 수 있음을 보일 경우, 현재의 화재방호관련 규정으로부터 면제승

인을 화재위험도분석 재평가 심의 시 요청할 수 있다. 모든 면제요청은 화재방호 

심층방어철학이 적절히 유지되고 면제사항이 기술적으로 정당함을 분명히 입증하는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평가방법으로는, 해당 장소에 자동진압/감지

기능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타 더 엄격한 화재예방/감지/진압방법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자는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세 화재위험도분석에 근거하여 대체 화재방호설

비를 승인할 수 있다.

- 대체 화재방호설비는 제어실이나 비상제어실에서 고온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설비의 하나의 성공경로는 화재피해를 입지 않음을 보장

- 대체 화재방호설비는 상온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의 화재피해는 적합

한 시간(부지 내에 저장된 기기를 이용한 소규모의 보수)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제한되며 하나의 성공경로는 화재피해를 입지 않음을 보장

- 1시간 또는 3시간 내화방벽으로 난연성 방화도료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함.

- 설비개선에 의해서는 화재방호 안전수준을 기존 혹은 대체 화재방호설비 이상으

로 향상시키지 않음.

사업자가 불만족한 설비를 개선하고자 하나 전체적인 화재안전성에 도움이 되지 못

하는 경우에 대체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체설비가 위의 네 가지 기준을 만족하

고, 대체설비가 적절한 화재안전수준을 유지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세 화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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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도분석에 근거하여 대체 화재방호설비를 승인할 수 있다.

1.8.2 화재사건 보고 및 기록

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방호와 관련된 어떤 사건에 대한 보고 및 기록은 원자력안전

위원회 고시(원자로.19)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과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31)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고시”

에 따른다. NUREG-1022 “Event Reporting Guidelines : 10 CFR 50.72 and 10 CFR

50.73"을 참조할 수 있다.

1.8.3 NFPA 기술기준 불일치사항 평가

NFPA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된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하여, 공식적

으로 유효한 기술기준은 설계시점이나 화재방호설비에 대해 규제기관에 공약한 시

점에 유효한 코드이다. 기술기준과의 불일치사항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나 화재위

험도분석에서 확인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불일치사항은 화재방호계통이나 설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모든 신형 원전의 설계에서 규제기관의 요건을 만

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화재방호계통 및 설비에 대한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공식적

으로 유효한 기준은 신청서 제출 180일 이전에 유효한 NFPA의 기술기준들이다.

사업자는 NFPA 기술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등가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

적으로 동등함이 입증되고 방법, 계통 및 도구가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다면, 동등하

거나 우수한 품질, 강도, 내화성, 효율성, 내구성 및 안전성을 가진 방법, 계통 및 

도구를 NFPA 기술기준에서 규정된 방안의 대체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KEPIC의 

화재 관련 기술기준은 NFPA와 등가성이 있는 기술기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본 지

침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NFPA 및 KEPIC 기술기준의 불일치사항에 대한 면제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 

지침에서 적절한 지침으로 참조하고 있는 NFPA 및 KEPIC 기술기준은 본 지침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NFPA 및 KEPIC 기술기준에서는 관할권을 가

진 당국(AHJ :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의 승인을 위해 대체 계통, 방법 및 

도구의 등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당국에 기술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자는 이러한 평가사항을 문서화하고 규제기관 검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사업자가 “설계는 NFPA 및 KEPIC 기술기준을 만족한다” 또는 “NFPA 및 K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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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의 의도를 만족한다”라고 언급하고 기술기준의 불일치사항을 언급하지 않

는 경우, 설계는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NFPA및 KEPIC 기술기준 

기록에 대한 검사에 따른다.

1.8.4 화재모델링

화재방호계획의 변경에 화재모델링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는 사용된 화재모델과 방

법이 관련요건을 만족함을 문서화해야 한다. 사업자는 분석에서 사용된 모델과 방

법들이 분석의 특성 및 범위에 의해 엄격하게 요구되는 그들의 제한조건 범위 내에

서 사용되었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간단한 수계산 또는 평가되어질 

시나리오의 특정 조건에 의존하는 복잡한 복합 컴퓨터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다.

NFPA 805, “Performance-Based Standard for Fire Protection for Light-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의 부록 C와 NEI 04-02 “Guidance for

Implementing a Risk- Informed, Performance-Based Fire Protection Program

Under 10 CFR 50.48(c)”의 부록 D에는 화재모델을 결정하고, 제한범위 내에서 화

재모델을 적용하는데 유용한 논의사항들이 기술되어 있다.

사업자는 공학적 평가 공정의 일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에서 승인된 화재모델

을 사용할 수 있다.

- NUREG-1824/EPRI 1011999,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Selected Fire

Models for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s"

- NUREG-1805, "Fire Dynamics Tools (FDTs) Quantitative Fire Hazard

Analysis Methods for the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Fire

Protection Inspection Program"

사업자는 상기한 화재모델 이외에 타당성 검증이 특별하게 수행되지 않은 화재모델

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이러한 화재모델의 허용 가능한 타당성 검증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가 제안한 화재모델의 타당성 검토 서류는 규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하다.

2. 화재예방

화재예방은 화재방호를 위한 심층방어개념의 첫 번째 요소로 화재방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화재발생의 잠재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화재예방에는 화재위험성이 적절하

게 방호되고 관리됨과 화재의 결과가 발생되는 화재에 제한됨을 적절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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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설계 및 행정관리 수단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화재위험

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관리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정상 및 비정상조건 

혹은 설비개선(예를 들면, 내화방벽이나 화재차단재의 파손, 화재감지 및 진압계통

의 손상)과 같은 기타 예상운전 그리고 보수 작업중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화재위험

상태는 책임있는 경영층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고 화재감시 혹은 임시 내화방벽과 

같은 적절한 보완조치가 화재방호와 원자로안전을 위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운영을 영구히 종료하거나 폐로과정에 있는 발전소도 화재위험성은 지속적으로 변

하고 있으며, 화재방호계통과 설비들이 제거된 상태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화재예

방 속성은 화재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대한 잠재성을 최소

화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다음 절에서는 가연물과 점화원, 건물관리 검사와 같은 화재예방수단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하였다. 화재예방수단의 이행을 위한 조직적인 책임은 1.1항에서 다루어진

다. NFPA 1, "Uniform Fire Code"에는 화재예방수단의 개발 및 이행에 사용되는 

추가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2.1 가연성물질 관리

화재예방 행정관리는 가연성물질의 취급 및 사용을 관리하고, 안전에 중요한 지역

에 가연성물질의 저장을 금지하거나 적절한 화재방호기능을 가진 저장지역을 지정

하고,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지역의 특정 가연성물질(예: 나무)의 사용을 관리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2.1.1 임시 화재위험성

발전소의 모든 운전모드에서 안전에 중요한 건물이나 계통의 내부나 주위에 가연성

물질의 대량저장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정비 및 핵연료장전운전 기간에는 안전에 

중요한 계통이나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내부에 가연성물질 및 가연성액체, 나

무 및 플라스틱 제품, HEPA 필터 및 탄소필터, 건식이온교환수지, 기타 가연성물질

과 같은 임시적인 화재위험성의 취급을 관리하고 제한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

다.

제거할 수 없는 임시가연성물질은 관리되어야 하고 적절히 방호되어야 한다. 다음

과 같은 관리 및 방호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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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은 이온교환수지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설치되

어 있는 지역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 위험한 화학물질은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는 지

역에 보관해서는 안된다.

- 안전에 중요한 기기나 계통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 내부에서 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불연성 물질이 없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비 및 

핵연료장전운전기간에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사방 6인치보다 적은 모든 목

재(받침목이나 비계목과 같은)를 사용할 경우 방염처리를 하여야 한다(NFPA

703 참조).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목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되는 시점에 반

입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재질은 가능한 한 최소로 사용하여야 한다. 염소중합체(PVC)나 네오

프렌(Neoprene)같은 할로겐족 플라스틱은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불연성 물

질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방염 및 난연성 재질을 포함한 모든 플

라스틱 재질은 매우 심하게 연소하고 일반 탄화수소와 유사한 범위의 열량을 

발생한다. 이러한 물질의 연소 시 시야를 방해하는 심한 연기를 발생하며, 이

로 인하여 공기필터, 특히 탄소 및 HEPA 필터의 성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

또한 할로겐족 플라스틱은 연소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고 기기를 부식시키는 

자유염소와 탄산염소를 방출한다. NFPA 701, “방염 섬유 및 막의 화재시험 

표준방법”은 방염 플라스틱막(예: 플라스틱 판지, 방수포)의 화재시험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HEPA 및 탄소필터, 건식 이온교환수지, 기타 가연성

물질은 사용되는 시점에 반입되어야 하며 관리되어야 한다.

- 처리되지 않은 가연성 포장용기에 포장되어 있는 기기나 제품(신연료와 같은)

은 운전상 필요하면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포장을 해체할 수 있으나 가연성 

포장용기는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임시가연성물질은 승인된 용기에 

저장되지 않으면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목재, 종이 대팻밥 및 폴리에틸렌 판

지와 같은 가연성 포장재는 자동폐쇄 기능이 있는 밀폐된 금속재 용기에 보관

되어야 한다.

- 사용된 이온교환수지, 탄소필터나 HEPA 필터와 같이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질은 밀폐된 금속용기에 저장하거나 점화원과 가연물이 없는 지역에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들 재질은 주변지역의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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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방호되어야 한다.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방출열

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보수작업기간에 사용된 임시 전력케이블은 임시 가연물이자 임시 점화원이다.

임시 전력 공급 및 분배를 위한 적절한 화재방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1.2 변경절차

화재방호계획에서 화재예방에 대한 요소는 발전소 변경 시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변경절차에는 화재예방측면의 설계 특성과 계획에 대한 변경작업의 영향을 평가하

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자는 발전소 설비변경을 위한 설계시 규제입장 

4.1.1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설비 개선 시 화재방호 요

원은 고정적인 화재부하가 화재위험도분석에서 계산된 양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

해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방호하고 화재위험도분석을 수정하여야 한

다.

2.1.3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와 기체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와 기체는 잠재적 화재위험성을 지닌 물질이므로 이러한 물

질을 사용, 취급 및 저장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의 

취급, 사용 및 저장은 최소한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의 조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연성 액체 및 기체를 위한 다양한 저장 및 배관류들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에 화

재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계통은 가연성물질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안전계통이나 가연물의 

특성 때문에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화재로 인하여 안전계통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

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가연물을 연소

시킬 수 있는 화재를 억제하고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동화재진압설비와 구

조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통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아도 될 가연성

물질의 예로는 비상발전기 일일연료탱크, 터빈-발전기 윤활유 및 유체계통  및 원자

로냉각재펌프 윤활유계통이다.

디젤연료탱크는 규제입장 6.1.8 및 7.4항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터빈-발전기 윤

활유 및 유압유계통은 규제입장 7.2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윤활유계통은 규제입장 7.1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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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가스 저장 및 사용은 규제입장 7.5의 지침을 만족하여야 한다.

2.1.4 외부/노출 화재위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가연성 액체 및 가스 저장조와 같은 설비

에 근접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미치는 노출화재의 위험

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NFPA 80A, "Recommended Practice for

Protection of Buildings from Exterior Fire Exposures" 은 노출화재에 대한 방호지

침을 제시하고 있다.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은 인

화성 및 가연성 액체저장탱크로부터 최소한의 격리거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

다. NFPA 55, "Standard for the Storage, Use, and Handling of 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in Portable and Stationary Containers, Cylinders,

and Tanks"는 가스 및 액화 수소에 대한 격리 거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규제입장 

7.5) NFPA 58, "Liquefied Petroleum Gas Code"은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사무실, 창고, 보조보일러실, 연료탱크 및 가연성 액체 저장탱크와 같은 다양한 지

역에서는 화재나 연기를 포함한 화재의 영향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치되고 방호되어야 한다.

삼림화재(예를 들면, 삼림, 잡목, 초목)에 의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리학적인 지역에

서, 사업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하여 삼림화재에 의한 잠

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야 한다. NFPA 1144, "Standard for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 from Wildfire"에 삼림화재의 심각성과 적절한 방

호수단을 평가하는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2.2 점화원 관리

전기설비(영구 또는 임시), 고열작업(나염, 용접, 절단 및 연마), 고온장비 및 표면,

가열장비(영구 또는 임시설비), 반응성 화학물질, 정전기 및 흡연은 잠재적인 점화

원이다. 설계, 설치,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절차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잠재적인 점

화원을 제어해야 한다. 공학적 설계 실무는 전기장비가 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적절

하게 설계되고 설치되었으며, 열발생장비나 고온의 장비가 적절하게 냉각되거나 가

연성물질과 격리되며,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와 가스들이 점화원에 노출되어 폭발

되는 가능성을 최소화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RG 1.191, “Fir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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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for Nuclear Power Plants During Decommissioning and Permanent

Shutdown”의 규제입장 3.5에는 운전을 영구히 종료한 발전소에 대한 유사한 지침

을 제공하고 있다.

2.2.1 나염, 용접, 절단 및 연마(고열작업)

용접이나 불꽃 절단과 같이 점화원이 이용되는 작업은 엄중하게 관리되는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보조하는 인원은 화재를 예방하

고 진압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화재방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화재감시인으로 직접 작업을 감시해야 한

다.

나염, 용접, 절단, 납땜작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화원의 사용은 고열작업 허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작업이 수행되는 작업장마다 별도의 허가가 발행되어야 한다. 작

업이 한 교대조의 교대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 작업허가는 발전소가 정지기간의 특

정작업기간이나 발전소가 운전 중인 경우 24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NFPA-51B, "Standard for Fire Prevention During Welding, Cutting and Other

Hot Work"은 용접이나 절단작업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2.2.2 임시 전기설비 설치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설비의 사용은 특히 핵연료장전기간의 유지보수와 기타 작업

을 보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일이다. 일부 임시설비의 규모 및 복잡성 

관점에서, 적절한 공학적 감각과 설계근거를 유지(설치 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발전소 행정관리를 통하여 임시설치작업에 대한 공학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

다. 이러한 검토에는 적절한 주의, 제한, 유지/보수작업이 설치기간동안 확립되어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IEEE Standard 835, "Standard Power Cable Ampacity

Tables,"와 ANSI/IEEE C.2, "National Electrical Safety Code," 그리고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는 근접한 케이블의 전압강하를 포함한 임시 전기설비 설

치작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2.2.3 기타 점화원들

공기유동 확인과 같은 누설시험시 나염이나 연소로 인한 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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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전열기 사용을 관리하는 절차 또는 실무관행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전소 

지역에서 난방기나 유지보수 장비(지붕 작업을 위한 타르 가열 솥)의 사용은 발전

소 화재방호 담당직원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 및 검토되어야 한다. 임시 전열기들이 

가연성물질이나 표면과 요구되는 격리를 포함하여 목록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됨을 

보장하는 절차나 실무관행이 수립되어야 한다. 임시 전열기는 가연성물질, 장비 및 

구조물을 제거하는 절차를 포함한 임시전열기 사용절차에 따라 설치되고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아스팔트와 타르 솥은 안전한 장소나 가연

성물질의 점화원이 되지 않는 지점에 있는 내화받침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솥이 달

구어져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하고 금속제 솥뚜껑과 소화기가 있어야 

한다.

2.3 작업실 청결관리

사업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화재위험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관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작업완료 후 또는 

작업교대 전에 쓰레기, 부스러기, 파편, 기름잔재 및 기타 가연성물질의 제거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화재방호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

여 주기적인 작업실 청결검사 수행되고 유질될 수 있는 절차가 행정관리에 포함되

어야 한다. RG 1.39, "Housekeeping Requirements for 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는 가연성물질의 폐기를 포함하는 작업실 청결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2.4 화재방호계통 유지보수 및 장애

화재방호 행정관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화재방호설비는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규제입

장 1.6.1의 세 번째 항목 참조).

- 내화방벽, 화재감지 및 화재진압설비의 정비는 허가제도로 관리되어야 하고 

보완조치(규제입장 1.5장 참조)는 계통이 분해된 장소에 시행되어야 한다.

- 성공적인 화재방호를 위하여 화재방호설비에 대한 검사, 시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화재방호계통의 일상적인 시험과 검사와 관련된 시험원과 그

들의 책임을 기술한 시험계획이 개발되어야 한다. 시험계획에는 시험의 형태,

주기 및 상세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험주기 및 형태는 화재방호계통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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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에 적용하는 코드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서에는 화재방호계통이 손

상되거나 발전소 유지/보수기간에 화재방호(예: 화재감시인) 상태를 유지하는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방화 댐퍼, 방화문 및 관통부 밀봉재와 같은 내화방벽은 일정한 주기로 검사

되어야 한다. 관통부 밀봉재는 밀봉재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주

기와 상대적인 샘플에 근거하여 시험될 수 있다. 샘플 규모와 검사주기는 관

통부 전체수와 실패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검사주기는 모든 관통부

가 매 10년에 검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침은 NFPA 25, "Standard for the

Inspection, Testing, and Maintenance of Water-Based Fire Protection Systems"에 

제시되어 있다.

3 화재감지 및 진압

3.1 화재감지

일반적으로 화재위험도분석과 규제요건은 발전소의 화재감지 및 진압계통의 범위를 

결정하는 반면에 적용 가능한 산업기술기준은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설치 및 시험 

요건들을 결정한다. 화재감지계통의 설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

에 대한 화재영향을 최소화한다. 자동화재감지계통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노출 화재 위험이 존재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발전소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들 화재감지계통은  소외전원과 항상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안전정지계통의 보호에 관하여 규제입장 5.3항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에는 “추

가적으로 화재감지와 화재자동진압계통은 방화지역에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기술되

어 있다. 자동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지역의 경우 방화지역 전체를 완전하게 보호하

여야 한다. 단지 부분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의 경우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요구

되는 방호설비에 대한 설계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한다.

3.1.1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 설계 목적과 성능기준

화재감지와 경보계통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 감지계통은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대한 노출화재 위험이 있거나 포함하고 있

는 모든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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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 계통과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에 규정된 Class I 회로

의 요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화재감지기는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에 따라 선택 및 설치되

어야 한다. 펄스-라인형 열 감지기에 대한 사용전 및 주기적인 시험을 통하여 

사용된 주기가 발전소 다른 계통의 보호계전기(protective relays)의 작동에 영

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제어실에 음향 및 시각적 경보를 제공한다. 주어진 

방화지역 내에서 구역감지계통이 사용된 지역의 경우 어떤 감지지역이 작동되

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전소의 다른 경보와 혼동되지 않도록 화재 경보는 구별되고 독특해야 한다.

- 화재감지계통과 화재자동진압계통에 설치된 모터구동 제어밸브에는 1차 및 2

차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1, 2차 전원공급은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2차 전원공급원인 4시간 배터리 

공급원과 함께 1차 전원공급으로 정상적인 소외전원을 사용하고, 소외전원 상

실사고(LOOP)시에는 4시간 내에 비상전원 Class 1E에 수동으로 연결함으로 

규정에 적합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G 1.6, "Independence

between redundant Standby (Onsite) power sources and between their

distribution systems,"와 RG 1.32, "Criteria for Power Sys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및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에 

따라야 한다.

- 심각한 지진활동 지역에서는 화재감지와 경보계통이 안전정지 지진 이후에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시 고려하여야 한다.

- 화재감지 및 경보계통은 다음의 경우에도 본래의 설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1) 토네이도, 태풍, 홍수, 눈보라 또는 지정학적 특성인 

낮은 강도의 지진과 같은 가장 심각도가 높은 자연현상(대략 10년에 한번)보다 

빈도는 높고 심각도는 낮은 자연현상, (2) 유조선충돌이나 비행기 추락 등과 같

이 특정 발전소에서 적절한 확률을 가진 잠재적인 인적관련 부지연계사건

- 원자로건물 화재감지계통은 규제입장 6.1.1.3의 지침에 따라 원자로건물을 위

해 설치되어야 한다.

- 제어실 화재감지 및 경보는 규제입장 6.1.2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는 제어실에 경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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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할 수 있는 자동화재 감지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발전소 컴퓨터실, 스위치 

기어실, 원격정지반, 배터리실, 디젤발전기지역, 펌프실, 신 혹은 사용 후 연료

지역, 방사선폐기물 지역, 정화지역. (규제입장 6.1과 6.2도 참조)

3.2 화재방호 용수공급 계통

3.2.1 화재방호 용수공급

NFPA 22, "Standard for Water Tanks for Private Fire Protection"과 NFPA 24,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Private Fire Service Mains and Their

Appurtenances"는 화재방호 용수공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화재방호 용수계통

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두 개의 계열로 분리되고 신뢰성이 보장된 청수 공급이 가용해야 한다. 모든 청

수가 소모되지 않았다면, 바닷물이나 소금기 있는 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소화용수 공급은 2시간 동안 최대예상유량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하나,

1,136,000ℓ(300,000 gal)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이 유량은 스프링클러(NFPA

13,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또는 일제분사식

(NFPA 15, "Standard for Water Spray Fixed Systems for Fire Protection")

계통의 최대 설계 요구량에 수동 호스 요구량인 1,900ℓ/min (500 gpm)을 

합산한 것에 기초한다.

- 소화용수가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두 개의 100% 용량의 탱크(최소 

1,136,000ℓ)가 설치되어야 한다. 두 개의 탱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펌프

가 한 쪽 혹은 양쪽에서 흡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탱크 또는 배

관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탱크가 배수되지 않아야 한다. 용수공급

능력은 8시간 내에 한쪽의 탱크를 다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 용수공급 탱크에 소화수 저장과 공중위생 혹은 공공시설 용수를 저장할 수 있

다. 그러나 소화용수 최소저장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용수 서비스를 

위한 수직 배관과 같이 수동적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탱크출구 밸브의 

잠금을 포함한 행정관리로만 최소 용수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 충분한 양의 하천 또는 저수연못은 화재방호를 위한 유일한 소화용수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 이상의 취수건물 내에 분리된 다중의 흡입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의 공급원이 사용불가능인 경우가 다른 공급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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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불가능하지 않도록 흡입원을 분리하여야 한다.

- 공동 용수공급이 화재방호와 최종 열제거원으로 허용된 경우 다음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 추가적인 화재방호 용수 요건들이 총 저장능력에 반영되어 설계됨.

+ 화재방호계통의 실패가 최종 열제거원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 두 개의 소화용수 공급원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용수계통은 영구적으

로 주소화수계통에 연결되어야 하고, 주소화수계통에 자동으로 배열될 수 있

어야 한다. 이들 계통에서 펌프, 제어, 전원공급은 주소화수펌프 요건을 만족

해야 한다. 화재방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용수계통은 발전소 안전정지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계통의 운전불

능이 주소화계통의 기능을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 다수 호기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는 공동의 주소화수 배관망과 함께 공동으로 

용수 공급이 이용될 수 있다.

- 소화용수공급원이 소화수계통의 부식에 의한 생물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침식

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와 여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정화되지 않은 용수인 경우 소화용수 배관망에 대한 주기적인 세정이나 

유동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 안전정지 지진 발생시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의 수동진화를 위하여 최소한 두 개의 소화전(standpipes)과 호스연결부에 소

화용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한 호스함을 위한 배관계통은 안전정지 지진

하중에 대하여 분석되어야 하고, 계통압력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요건에 영향이 있는 배관과 밸브는 최소한 ASME B31.1,

"Power Piping"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소화수는 필수용수계

통과 같은 내진 1등급 용수로부터 헤더에 연결된 밸브를 수동으로 동작하여 

공급할 수 있다. 교차연결(cross connection)은 (1) 최소한 두 개의 호스함에 

소화수를 공급(248 ℓ/min (75 gpm))할 수 있어야 하며, (2) 내진 1등급 용수

계통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내진 1등급 용수계통의 성능을 저

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3.2.2 소방펌프

소방펌프는 NFPA 20,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tationary Pumps for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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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소방펌프가 계통압력 또는 유량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소외전원상실이나 

최대용량의 펌프가 운전 불가능인 상태로 가정하고서도 100% 용량을 공급됨

을 보증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펌프가 설치되어야 한다. (즉, 3개의 50% 펌프 

또는 2개의 100%펌프). 전기구동 소방펌프와 디젤구동 소방펌프 또는 다중성 

Class 1E 비상전원과 연결된 두개 이상의 내진 등급 I Class 1E 전동기구동 

소방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RG 1.6, "Independence Between

Redundant Standby (Onsite) Power Sources and Between Their Distribution

Systems,"와 RG 1.32, "Criteria for Power Systems for Nuclear Power

Plants," 및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를 참조할 

수 있다.

- 주소화수 배관망과 소방펌프의 연결부는 격리밸브(sectionalizing valve)로 격

리된다. 각 펌프와 구동 및 제어장치는 최소 3시간의 내화성능을 가진 내화방

벽으로 다른 소방펌프가 있는 지역과 격리된 격실에 배치되어야 한다.

- 디젤구동 소방펌프의 연료는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화재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 펌프의 기동상태, 구동장치의 가용성, 기동실패 및 주소화수 배관의 저 압력을 

지시하는 경보 및 신호표시기가 제어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3.2.3 주소화수 배관

지하 매설 주소화수 배관은 예상되는 소화수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NFPA 24,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Private Fire Service Mains and

Their Appurtenance”는 이러한 설비에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ANSI나 

AWWA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와 같은 조직이 개발한 다른 설계코

드나 표준을 인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허용기준이 기술되어야 한다.

- 배관 형태 및 수처리는 변수의 하나로 침부식에 대한 설계 고려사항이다.

- 주소화수 배관을 검사하고 세정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 구역제어밸브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폐표시형밸브로 설치되어야 한다.

- 주소화수 배관 및 수계소화설비에 있는 제어밸브 및 구역제어밸브는 전기적으

로 감시되거나 행정적으로 관리(열쇠 잠금장치 또는 부정 조작 방지용 밀봉

재)되어야 한다. 전기감시신호는 제어실에 지시된다. 화재방호계통의 모든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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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들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주소화수 배관은 규제입장 3.2.1항에 기술한 바와 같이 소화전과 호스류에 내

진등급으로 설계된 용수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용수나 위생용수

계통 배관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 주소화수 배관은 서로 교차 연결되어 있는 발전소로 구성된 다수호기 발전소부

지에서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구역관리밸브는 각 발전소를 둘러싸고 있는 

주소화배관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1.6 km 또는 그 이상의 거리로 넓게 

격리되어 있는 다수호기 발전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소화배관이 사용된다.

- 안전에 중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방호하는 1차 또는 보조 화재진

압설비에 소화수공급을 차단하지 않고 유지보수 및 정비작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주소화수 배관의 일부를 격리하기 위하여 구역제어밸브가 설치된다.

-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화재위험을 주는 지역에 설치된 자동 혹은 수동 화재진

압설비에 소화수 공급을 차단하지 않고 유지보수 및 정비작업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주소화배관으로부터 옥외소화전을 격리하기 위하여 밸브가 설치된다.

- 스프링클러 계통과 소화전은 단일고장이나 배관파손이 일차 소화계통과 보조 

소화계통을 동시에 손상시키지 않도록 지하 매설 주소화수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 헤더가 내진등급으로 설계되어 있는 소화전계통(hose standpipe system)

의 한 부분인 경우 스프링클러계통을 지원하는 첫 번째 밸브를 포함하며,

ASME B31.1의 요건을 만족하는 강관과 관부속품들이 헤더까지 사용되는 한,

대체방안으로 각각의 끝단으로부터 헤더 공급관은 스프링클러와 소화전계통 

모두에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헤더

를 설치할 경우, 헤더는 옥외소화전 주소화수계통의 연장으로 간주한다. 각 스

프링클러와 소화전계통은 OS&Y(Outside Screw & Yoke)게이트밸브나 차단밸

브와 유수경보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3 자동진압설비

자동진압설비는 화재위험도분석 결과, 안전정지에 필요한 다중계통이나 기기와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규제입장 5.5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 및 6 참조).

심각한 지진활동지역에서는 안전정지 지진 이후에도 기능이 유지되도록 화재진압설

비를 설계할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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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설비는 다음의 경우에도 본래의 설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태풍, 홍수, 눈보라 또는 지정학적 특성인 낮은 강도의 지진과 같은 가장 

심각도가 높은 자연현상(약 10년에 한번)보다 빈도는 높고 심각도는 낮은 자연현상,

(2) 유조선 또는 비행기 충돌 등과 같이 특정 발전소에서 적절한 확률을 가진 잠재

적인 인적관련 부지연계사건

방화지역의 천장에 위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감지기 상부에 열수집을 위한 

금속판(방안의 중간높이로 천장에 부착된 배관 및 케이블 트레이 하단)을 사용하는 

수계소화계통과 화재감지계통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계가 허용작동시간을 만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판은 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감지기를 효과적으

로 작동하기 위해 열을 적절하게 수집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계통의 응

답을 방해할 수 있다.

3.3.1 수계소화설비

수계소화설비에 의한 방호가 필요하지 않지만 분사된 소화수에 의해 부적절한 피해

를 받는 안전에 중요한 장비는 적절히 방호되어야 한다(수막 혹은 물차폐막). 범람

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배수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3.3.1.1 스프링클러 및 물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 및 물 분무 자동 수계소화설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스프링

클러 및 물 분무 최소한 NFPA 13 및 NFPA 15와 같은 적절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

하여야 한다.

3.3.1.2 미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는  특수환경, 특히 물 분사가 제한적이어야 할 경우에 도움이 된다.

미분무소화설비는 NFPA 750, "Standard on Water Mist Fire Protection Systems"와 

같은 적절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3.1.3 포워터 스프링클러 및 포헤드설비

가연성 액체를 포함하는 화재에는 포소화가 효과적이다. 포 스프링클러 및 분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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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포 스프링클러 및 분무계통은 NFPA 16,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Foam-Water Sprinkler and Foam-Water Spray Systems" 와 

NFPA 11, "Standard for Low-, Medium-, and High-Expansion Foam"과 같은 적절

한 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3.2 가스계 소화설비

운전요원이 안전정지 조치를 수행하거나 화재진압활동이 필요한 지역에 가스계 소

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역의 거주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지역에는 개구부가 적절히 밀봉되어야 하며, 가스계 소화

설비는 바닥배수구와 기타 개구부를 통하여 소화약제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용

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규제입장 4.1.5항 참조).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최소 요구가스 농도, 분배, soak time 및 배기제어

- 가스와 관련된 산소결핍 및 독성위험

- 이차 열충격(냉각) 손상 가능성

- 방출기간의 과압방지를 위한 배기와 약제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밀봉간의 상충

되는 요건

- 연동 감지기의 선정 및 위치

- 약제의 열분해 생성물의 독성 및 부식 특성 

전역방출 가스소화설비가 사용되는 지역에는 지역의 급기/배기 환기댐퍼가 필요한 

가스농도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기준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NFPA

12, "Standard on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와 NFPA 12A,

"Standard on Halon 1301 Fire Extinguishing Systems," 그리고 NFPA 2001,

"Standard for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 및 규제입장 4.1.4.4항 참

조할 수 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적합성과 가스 소화약제가 방사되는 방호지역의 경계 밀봉부는 

해당 NFPA 기준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수동 가스계 소화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방호하는 1차 진

압계통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자동 수계화재진압설비의 보조설비로 사용하

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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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NFPA 12, "Standard on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사용되는 지역에

서는 작업자의 대피를 위하여 분사 전 경보설비와 분사지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에서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계통의 작동을 국부적으로 제한하는 설비는 열쇠로 

잠그고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규제입장 2.4항에 기

술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을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

NFPA 12의 지침에 추가하여, 고압 이산화탄소 용기의 약제량의 확인을 포함한 계

통의 예방정비 및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3.3.2.2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NFPA 12A, "Standard on Halon 1301 Fire Extinguishing

Systems"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자동 진압설비가 사용되는 지역은 작업자의 

대피를 위하여 분사 전 경보계통과 분사지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에서 자동 

진압설비의 작동을 국부적으로 제한하는 설비는 열쇠로 잠그고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 진압설비는 2.4항에 기술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을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

NFPA 12A의 지침에 추가하여, 할론 저장용기의 약제량의 확인을 포함한 계통의 

예방정비 및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3.3.2.3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할론 대체물질(혹은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는 NFPA 2001, “Standard for Clean

Agent Fire Extinguishing Systems.”과 같은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승인된 

약제만 사용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작동을 국부적으로 제

한하는 설비는 열쇠로 잠그고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 진압설비는 2.4항에 기

술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을 해제하지 않아야 한다.

NFPA 2001의 지침에 추가하여, 청정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약제량의 확인을 포함한 

계통의 예방정비 및 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3.4 수동진압설비 및 장비

사업자는 화재피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수동소화기능을 발전소 전체에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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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호스와 노즐로 이루어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및 휴대용 소화기를 적

절히 훈련된 소방대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4.1 소화전과 호스함

소화전 설비는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있거나 화재위험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지점에

도 최소한 하나의 호스류가 도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섬유로 피복

된 직경 38 mm 및 최대길이 30.5 m인 호스연결부가 있는 소화전 및 호스와 적당

한 노즐이 모든 건물의 바닥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통은 소화전계통의 크기,

공간 및 배관 지지대 요건이 기술된 NFPA 14,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tandpipe and Hose Systems" 를 만족하여야 한다.

호스함은 소방활동 시 접근과 사용이 편리하도록 화재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배

치되어야 한다. 어떤 지역에 설치된 단 하나의 호스함에 화재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 호스함이 그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설치되는 호스노즐은 화재위험도분석에 근거하여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

다. 분사/직사형의 일반적인 혼합형 노즐은 직사류가 과도한 기계적인 손상을 유발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고전압 충격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고

정식 무화형 노즐이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호스노즐은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동 중 전기설비의 물분무 안전거리에 대한 지침은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Vol II, Section 10의 1장에 제시되어 있다. 소방호스는 NFPA 1961,

"Standard on Fire Hose"의 권고를 만족하여야 하고, NFPA 1962, "Standard for

the Inspection, Care, and Use of Fire Hose Couplings and Nozzles and the

Service Testing of Fire Hose"의 권고에 따라 수력학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3.4.2 옥외소화전과 호스함

영구적이거나 임시 가연성물질이 안전에 중요한 장비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어떠

한 지역에도 호스류가 충분히 분사될 수 있도록 옥외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

다. 옥외소화전은 주소화수배관에 대략 76 m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NFPA 24,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Private Fire Service Mains and Their

Appurtenance”에서 권고한 호스, 혼합형 노즐, 기타 보조설비가 구비된 호스함이 

305 m 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

로, 호스수레나 트럭과 같은 관련 설비와 호스가 구비된 이동수단으로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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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한 이동수단은 3개의 호스함에 구비된 장비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이송장비는 좋은 작업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화재진압활동에 꾸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과 병용할 수 있는 나사산이 모든 옥외소화전, 호스 

연결구, 옥내소화전에 갖추어져야 한다. 대체방안으로 충분한 수의 호스 나사산 어

댑터가 갖추어져도 무방하다. 소방호스는 NFPA 1962, “Standard for the

Inspection, Care, and Use of Fire Hose, Couplings and Nozzles and the Service

Testing of Fire Hose”의 권고에 따라 수력학적 시험되어야 하고 옥외 호스함의 소

방호스는 매년 시험되어야 한다.

3.4.3 수동 포소화설비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 화재위험에 대하여, 수동 화재진압을 위한 수동 포소화설비

의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계통은 필요에 따라 NFPA 11, “Standard for

Low-, Medium-, and High-Expansion Foam”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4.4 소화기

소화기는 안전에 중요한 설비에 화재노출위험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지역에 비치

되어야 한다. 소화기는 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에 중요한 장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NFPA 10, "Standard for Portable

Fire Extinguishers"는 소화기의 설치(위치 및 거리), 사용 및 분사에 대한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3.4.5 고정식 수동 진압

일부 고정식 화재진압설비는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다 (고정진압계통이 10 CFR 50

의 부록 R의 III. G.3에 따라 설치된 경우). 수동 동작은 일반적으로 수계 분무계통

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가스계 소화설비는 자동 수계진압계통을 보조하기 위해 설

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고정식 수동진압계통은 NFPA의 적절

한 기준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자동계통을 수동조작계통

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3.5 수동 화재진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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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소방대

화재진압을 위하여 훈련되고 장비가 갖추어진 초동소방대가 구성되어야 한다. 초동

소방대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 모든 지

역에 적절한 수동 화재진압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발전소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소방대장은 열쇠가 잠긴 모든 문의 열쇠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초동소방대 훈련 및 자격에 대한 지침은 규제입장 1.6.4항에 제시되어 있다. NFPA

600, “Standard on Industrial Fire Brigades”의 지침은 초동소방대의 구성, 훈련, 운

영에 대한 적절한 허용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

3.5.1.1 초동소방대 요원

초동소방대는 각 교대조마다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교대조 감독자는 

소방대의 일원이 될 수 없다.

3.5.1.2 장비

초동소방대에 지급되는 장비는 방화복 상하의, 장화, 장갑, 방화모, 비상통신설비,

휴대용 전등, 휴대용 환기장비, 소화기로 구성된다. 초동소방대, 피해관리, 제어실 

종사원들에게는 전면 양압 방독면을 갖춘 자가호흡장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초동소

방대원을 위해 최소한 10개 이상의 방독면이 준비되어야 하고 제어실 종사원들에게

는 가능하면 저장탱크로부터 다기관을 통하여 호흡용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자가호흡장비의 정격공급용량은 최소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추가적인 지침은 

NFPA 1404, “Standard for Fire Service Respiratory Protection Training”에 제시되

어 있다.

자가호흡장비마다 저장용기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호흡공기가 추가로 발전소에 준비

되어야 한다. 추가로, 소방대원을 위하여 발전소에 6시간 공급용량의 공기를 비축하

여 소방대원이 돌아왔을 때 신속하고 충분히 소모된 공기병을 재장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공기압축기가 호흡용공기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승인

된 공기만 사용되어야 하고 공기압축기는 소외전원상실의 경우에도 운전가능해야 

한다. 공기압축기를 먼지와 오염물질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

구된다.

연료재장전 및 정비 기간 중, 화재방호 및 피해관리요원을 위하여 원자로건물 입구

근처에 적당한 자가호흡장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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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장비는 일반 발전소 작업에 사용되는 호흡장비나 공기공급계통과는 별도로 준

비되어야 하고 비상장비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3.5.1.3 화재진압 절차 및 사전계획

화재가 발생하여 제어실에 통보되면 소방대 활동을 관리하고 화재방호 전략을 정의

할 수 있는 절차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화재보고를 받거나 제어실 화재경보반의 경보를 듣고 소방대(초동소방대, 자

체소방대 및 지역소방대)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제어실 요원이 취해야 할 행

동, 예를 들면, 방송을 통한 화재위치통보, 화재경보 발령, 교대조장 및 소방대

장에게 화재형태, 규모 및 위치 통보

- 제어실로부터 화재통보를 받고 초동소방대가 취해야 할 행동, 예를 들면, 지정

된 장소에 집합, 소방대장으로부터 명령 수령, 소방장비의 선정 및 화재장소까

지의 이동, 보호 장비의 선택, 화재진압장비 사용지침의 선택, 화재장소에서 

화재진압을 위한 사전 전략의 선정을 포함한 특정소방업무의 수행

- 발전소 모든 지역에서의 화재진압전략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사전계획에 포함된 각 지역의 화재위험

+ 화재안전정지를 위해 신뢰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 그 지역의 화재위험에 관련되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가장 알맞은 소화약

제와 이 소화약제의 가장 가까운 위치

+ 화재에 영향이 없는 환기방향, 접근복도, 계단, 출입문의 관점에서 각 지역

의 화재를 진압하기에 가장 좋은 방향, 화재진압에 최고의 장소 및 높이

(층), 잠금장치에 의해 폐쇄된 문을 포함하는 모든 접근 및 대피로에 대한 

적절한 주의사항과 접근방법 

+ 현장 화재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해야 하는 발전소 계통과 그러한 

운영에 필요한 현장 및 원격조정장치의 위치(예를 들면, 화재진압 절차서

에 포함된 지역/구역에서 과압이나 전기위험 때문에 그 지역 내의 위험성

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압 혹은 전기계통)

+ 현장의 화재를 진압하는 동안 냉각시킬 필요가 있는 특별히 열에 민감한 

계통과 기기와 특히, 냉각이 필요한 위험한 가연성물질

+ 모든 화재진압기능이 모든 교대조 전원에 부여되도록 하기 위한 소방대의 

구성 및 직무에 따른 특수업무의 부여. 이들 업무에는 소방대의 명령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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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 및 보조장비의 화재장소로의 운반, 화재지점에 소화약제의 투약,

제어실과의 통신, 외부소방대와의 협조가 포함된다.

+ 방화지역/구역의 방사선위험 및 독성위험 가능성

+ 환기방향이 화재억제나 배연운전으로 변경될 경우 바람직한 발전소 공기

분배를 보장하는 환기계통 운전.

+ 제어실 운전 및 교대조원의 협조/권한

+ 화재 시 발전소 운전원과 일반 발전소 종사자를 위한 지침

+ 소방대장, 소방대, 소외 의무지원반, 제어실, 사업자의 비상대응조직간의 통신

특히, 플라스틱 절연체로 피복된 전기케이블이 다량 밀집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 

지역의 전기케이블 화재에 소화수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과 장비가 해당 화재진압절

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전계획에 대한 추가지침은 NFPA 1620, “Recommended

Practice for Pre-Incident Planning”에 제시되어 있다.

3.5.1.4 기능평가/훈련허용기준

초동소방대 훈련은 소방대가 팀으로 활동하도록 발전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모든 

교대조 소방대에 대한 훈련은 분기별로 수행되어야 한다. 각 소방대원은 연간 최소 

2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초동소방대원 및 소방대장에 대한 화재방호계통 및 장비에 대한 화재진압능력을 평

가하기 위하여, 연간 각 초동소방대별로 1회 이상의 충분한 횟수의 불시훈련이 실

시되어야 한다. 불시훈련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요원은 대상 초동소방대가 훈련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훈련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훈련의 목적을 수립하기 위하여 훈련이 사전에 계획되고 훈련목적이 어느 정도 달

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불시훈련은 발전소안전과 화재방호에 책임이 있는 

경영층에 의하여 계획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소방대나 소방대원의 기능상 미흡한 

사항은 추가훈련을 계획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훈련은 30일 이내

에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소방대는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소방대훈련에 동참하여야 한다.

3년 간격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불시훈련이 사업자와 무관하고 자격이 주어진 요원

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원이 작성한 보고서 사본은 규제기관이 검토하

도록 하여야 한다.

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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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경보 효과, 소방대 통보와 소집시간, 장비의 선택, 배치 및 사용, 화재진압

전략

-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 대한 화재진압전략에서 소방대원의 인

지상태, 수립된 발전소 화재진압절차의 준수성, 자가비상호흡장비, 통신, 조명 

및 환기설비와 같은 화재진압장비의 사용에 대한 평가

- 훈련에 선정된 화재상황 및 형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화재진압장비의 가

상사용에 대한 평가. 소방대원이 다양한 발전소지역의 화재진압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위해 선정된 지역과 화재의 형태는 이전의 훈련에 이용된 

것과 달라야 한다. 훈련에 선정된 상황은 자동진압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를 가

정하여 화재 대응, 장비 동원, 화재제어 등에 요구되는 시간동안 화재가 확대

되는 선정된 지역에서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의 규모와 배열을 모사

해야 한다.

- 완벽성, 정확성, 효과성에 대하여 소방대장의 화재진압 추진방향에 대한 평가

훈련기록은 3년 동안 유지하고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훈련기록에 

대한 추가지침은 1.6.4항 참조)

3.5.2 자체소방대의 기능

초동소방대는 일반적으로 일차적인 대응역할을 수행하지만 모든 화재사건을 대처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및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할 수 있다. 화재위험도분석과 사

전 계획에 따라, 소내 화재진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의 지원이 필요

할 수도 있다.

3.5.2.1 기능

보조 수동 화재진압기능을 제공하는 자체소방대는 다음 기능을 가져야 한다.

- 발전소 화재위험도분석과 사전계획에서 예상하는 것과 일치하는 기능을 가진 

인원과 장비.

- 소내 옥외소화전, 호스연결구, 옥내소화전과 연결하기 위한 호스나사산 혹은 

어답터(규제입장 3.4.2항에서는 소내 수계화재진압설비는 지역 소방대에서 사

용하는 것과 호환되는 나사산이나 충분한 수의 나사산 어답터를 가져야 한다

고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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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훈련 

보조 수동 화재진압기능을 제공하는 자체/지역소방대원은 다음과 같이 훈련을 받

아야 한다.

- 원전부지에서 화재를 진압할 경우의 운영주의사항과 원전부지에서 경험하는 

요원을 위한 방사선방호와 특수위험 방호 필요성.

- 자체소방대원의 통보와 예상역할에 대한 절차

- 부지 접근절차와 소방대원의 지원활동을 관리할 소내조직의 개인 파악(직위 

및 직급). 필요시 자체/지역소방대원은 적절한 식별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초동소방대와 자체/지역소방대간의 화재사고 명령체계를 포함하여, 발전소 화

재의 대응에 관하여 화재방호 권한, 책임 및 의무.

- 발전소 배치, 화재방호계통 및 장비, 화재위험도, 사전대응계획 및 절차.

3.5.2.3 합의사항/발전소 훈련

화재위험도분석결과 어떤 지역에서의 화재에 대한 초동소방대와 자체소방대의 기능

이 부족한 경우 지역소방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발전소 화재 시 지원을 위하여 

화재위험도분석과 사전계획에 부여된 사업자와 지역소방대간에 서면상의 상호 협의

사항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합의사항은 발전소 화재와 비상사건의 대응에 관하여 

발전소 소방대와 지역소방대간의 화재사고 명령체계를 포함하여, 화재방호 권한, 책

임 및 의무를 기술하여야 한다.

지역소방대가 주기적(최소한 1년에 1회 이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발전소 소방대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들 훈련은 발전소 소방대와 지역소방대간의 화재사

고 명령체계를 효과적으로 연습하여야 한다(소방대 훈련의 수행 및 평가에 대한 지

침은 규제입장 3.5.1.4항 참조.) 지역소방대의 대응은 원자력법에서 요구되는 방사선 

비상대응계획 및 훈련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4. 건물설계/내화방벽 

4.1 일반건물 및 건물계통설계 

이 장에서는 화재예방과 화재방호에 중요한 건물구획(방화지역 및 방화구역), 건축

자재 및 건물설계(전기, 공기조화, 조명 및 통신계통)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내화

방벽에 대한 지침은 규제입장 4.2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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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건물 자재 및 설비의 가연성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에 

따라 발전소에는 가능한 한 불연성 물질과 난연성 물질이 사용되어야 한다. 내부 

벽 및 구조물, 단열재, 방사선 차폐물질 및 방음재는 불연성이어야 한다. 화재위험

도분석에서 발전소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사용되는 상존 가연성물질을 확인하

고 화재방호에 적합한 것을 규정해야 한다.

지붕처마의 금속성재료는 불연성이어야 하며,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의 "Building Materials Directory"에 화재에 허용 가능한 것으로 기술되었거나 

"Factory Mutual Research Approval Guide - Equipment, Materials, and Services

for Conservation of Property"에 I 등급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4.1.1.1 내부 마감재

내부마감재는 불연성물질이어야 하며, 다음 재료는 시험이나 공인된 시험기관의 승

인 없이 내부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다.

- 석회, 방음용 석회(Acoustic plaster), 석고보드를 사용하거나 벽지, 유성 또는 

수성페인팅 처리한  것.

- 쎄라믹 타일, 쎄라믹 패널

- 유리, 유리블록

- 벽돌,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거나 도색 처리한 것

- 철강이나 알루미늄 판넬을 사용하거나 에나멜 처리한 것

- 콘크리크 바닥 위에 처리한 비닐 타일, 비닐-석면 타일, 리놀륨(바닥재) 또는 

아스팔트 타일

매달린 형태의 천장과 지지대는 불연성 재료이어야 하고, 폐쇄된 공간은 규제입장 

6.1.2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제어실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연성물질이 없어야 한

다. 현장의 화재위험을 확인 하고 적절한 방호설비를 설하여야 한다.

4.1.1.2 시험 및 인증

내부마감재는 불연성이거나 아래와 같은 시험으로 인증된 것이어야 한다.

- ASTM E-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에 의한 시험에서 표면화염 전파율이 25이하, 연기발생률이 

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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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D-3286, “Standard Test Method for Gross Calorific Value of Coal

and Coke by the Isoperibol Bomb Calorimeter”이나 NFPA 259,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Heat of Building Materials” 에 의한 시험에서 열

방출률이 8,141 kJ/kg이하

- 바닥재의 임계방출열속(Floor covering critical radiant flux)은 NFPA 253,

“Standard Method of Test for Critical Radiant Flux of Floor Covering

Systems Using a Radiant Heat Energy Source”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1.2 방화구획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화재나 폭발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방화구획의 개념은 내화방벽을 이용하여 발전소를 방화

지역 또는 방화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방화지역이나 방화구역은 화재 영향을 

단일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므로, 안전에 중요한 다중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에 화재의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최소화한다.

4.1.2.1 방화지역

방화지역(fire area) 은 건물의 일부분을 내화방벽(빔, 연결부, 기둥,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방화 댐퍼 등)으로 다른 지역과 격리시킨 지역을 말한다. 방화지역의 경계

를 이루는 내화방벽은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

야 한다.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를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 

관련지역의 화재로부터 격리하여야 함.

- 단일화재로부터 손상을 받지 않도록 안전에 중요한 다중 계통 및 기기를 서로 격

리하여야 함.

- 화재 관련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요

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수호기 부지의 각 호기를 격리하여야 함.

방화지역은 화재위험도분석에 근거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다중계열 케이블에 대하

여 독립된 방화지역으로 특별히 설계하는 것은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열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안전지역에서 중대한 화재위험이 있는 안전관련 케이

블이 밀집되는 것과 기기사이에 화재전파를 제한하기 위하여 독립된 방화지역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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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역의 경계가 3시간 등급이 아니거나 모든 관통부가 내화등급으로 밀폐된 벽 

대 벽 또는 바닥 대 천장이 아닌 경우, 방화지역의 경계가 어떤 지역의 화재위험에 

충분히 견딜 수 있거나 필요시 해당 지역의 외부 화재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보호할 수 있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화지역의 경계(즉 내화방벽)의 적절성을 평가

해야 한다. 밀폐되지 않은 개구부는 내화방벽의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시 확인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규제입장 4.2.1항 내화방벽 시험 및 허용기준 참조).

벽이나 바닥/천장에 출입구나 계단과 같은 방호되지 않은 개구부가 있는 경우 내

화방벽의 양쪽지역을 단일 방화지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한 계열이 다른 계열로

부터 수평으로 6.1m 이격되어 있고, 중간에 가연물이나 화재위험이 없으며 양쪽 지

역에 모두 화재감지/진압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지역은 허용할 수 있는 것으

로 간주될 수 있다.

외벽에 인접한 다중기기와 발전소 내부의 안전정지 기기를 격리해야 하거나,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 심각한 화재영향을 미치는 비안전 관련지역으로부터 안전에 중요한 

지역을 격리해야 하거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나 화재위험도분석에서 달리 언급한 

경우가 아니면, 관통부를 포함하는 외벽은 내화방벽과 같은 내화등급으로 설계되어

야 한다.

내화방벽이 없는 옥외 지역은 한 개의 방화지역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몇 개

의 방화구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4.1.2.2 방화구역

방화구역은 방화지역을 세분화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화재위험도분석에 근거하여 

방화구역의 화재방호계통 및 설비가 해당 구역의 화재위험을 적합한 수준으로 방호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방화구역개념은 발전소 설계/배치상 방화지역을 더 

이상 방화지역으로 나누기가 어려울 경우에 방화지역을 다수의 구역을 구분하기 위

하여 이용된다.

방화구역의 경계는 화재위험도분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옥외에 있는 다중, 대

체, 전용 또는 보조정지계통의 방호대책은 발생 가능한 가상최대화재와 손실을 바

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구역에 대한 경계는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타

당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분석에서는 계열간의 공간적 이격의 정도와, 통행빈도, 등

급, 가용한 화재방호 수준, 점화원, 안전정지계통의 중요도 및 취약점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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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및 임시가연물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4.1.2.3 접근 및 대피로 설계

방화지역에는 접근 및 대피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도, 화재를 수동진압

하고 안전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어야 한

다.

대피로로 이용되는 원자로건물 외부 계단, 화재진압 접근로 또는 안전정지 기기지

역의 접근로는 2시간 내화등급의 조적벽 또는 콘크리트 탑과 상응하는 자동 닫힘 

방화문으로 밀폐되어야 한다. 화재 대피 경로는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필수요원이 전기식 잠김 장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신속히 출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모든 전기 잠금장치와 제어설비에 신뢰성 있는 무정전 보조전원 공급

- 전기 잠금장치는 주전원과 보조전원이 모두 상실되어도 장치가 기계적인 구조와 

절차에 따라 저절로 보안목적이 이루질 수 있도록 보안장치가 기능이 상실되어야 

한다(예: 사용법을 아는 요원이 가진 열쇠로 개방할 수 있는 잠김 장치).

- 보조전원으로 전환되는 기능과 운전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잠금장치 및 기계식 해

제 장치의 주기적인 시험

4.1.3 전기케이블에 대한 화재방호 설계

4.1.3.1 케이블 설계

전기케이블 재료는 IEEE-383(Class 1E 케이블) 또는 IEEE-1202(Industrial and

commercial occupancies)에 따라 내화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동원전의 경우 IEEE-383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케이블에는 화재위험도분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화도료를 칠하고 적절하게 전기 등급을 낮추거나 자동진

압 설비로 보호해야 한다. 내화도료는 화재전파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내화도료를 

입힌 케이블은 가연성물질로 고려되며, IEEE-383 및 IEEE-1202 케이블과 동등하다

고 볼 수 없다.

광섬유 케이블 및 피복은 IEEE-1202의 내화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1.3.2 전기 배선 시공 

케이블 트레이는 금속재이어야 하며 전선관은 두께가 두꺼운 금속관만 사용되어야 



부록9.5.1-1 개정 4 - 2014. 12- 55 -

한다. 휨이 가능한 유연한 금속관은 장비에 연결되는 짧은 거리에서 사용되어야 한

다. 기타 배선관은 불연성 재료이어야 하며 케이블 배선관은 케이블에만 사용되어

야 한다.

4.1.3.3 전기케이블의 화재감지 및 진압

케이블포설실 외부에 있는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열 케이블은 3시간 이상의 내화방

벽을 사용하여 계열별 케이블을 서로 격리하고 비안전지역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되어 있는 방화지역에는 화재감

지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수동화재진압을 위하여 접근할 수 있어

야 하며, 소화용수에 노출되어도 전기적인 결함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소화전

과 이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시간 내화등급의 내화방벽으로 다중안전계열과 격리되어 있는 안전에 중요한 단일

계열의 케이블 트레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차적인 화재진압설비로 수계자동화재진압

설비를 대신하여 수동조작이 가능한 소화전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수동진압을 

위해 접근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해당 방화지역의 등가개수(트레이에 충진상태와 상관없이, 폭이 610 mm인 트레

이는 2개로 계산하고 폭이 1220 mm인 트레이는 3개로 계산)가 안전 관련이나 

비안전관련을 포함하여 6개 이하일 것.

- 케이블이 고온정지를 달성/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기, 제어설비, 전력설비와 관련

이 없을 것.

- 연기감지기가 케이블 통로에 설치되고 케이블트레이에 연속라인형 열감지기가 설

치되어야 함.

3시간 내화방벽으로 안전에 중요한 다중 케이블 계통을 원자로 안전에 필요한 설계

특성상 격리할 수 없거나 수동화재진압을 위해 케이블 트레이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화재진압설비를 사용하여 케이블트레이를 방호하여야 한다.

4.1.3.4 전기케이블 격리

안전정지에는 필요하지 않으나, 설계기준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사용되는 다중 

계통은 단일 화재에 의하여 손상될 수 있다. 그러나 한 계열의 화재가 다른 계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방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입장 5.5장의 격리요건은 화재 후 

안전정지에 필요한 계통의 케이블에만 적용된다. 기타 다중 Class 1E 및 연계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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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은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의 격리 지침을 따라야 

한다.

케이블이 화재 후 안전정지와 사고완화에 요구되는 격리기준에 적용된다면 규제입

장 5.3장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 : 화재 후 안전정지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다중 Class 1E 케이블을 격리하지 않고도 대체 또는 전용 정지능력에 의해서 이루

어질 수 있다(규제입장 5.4장 참조). 그러나 이것은 사고완화에 사용되는 다중 Class

1E를 위한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의 격리요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4.1.3.5 변압기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화재위험을 주는 변압기는 규제입장 7.3장에 따라 보호하여

야 한다.

4.1.3.6 전기 케비넷 

전기 케비넷은 점화원을 보유하고 있고 케비넷 자체의 손상은 물론 주변에 있는 기

기, 케이블 및 기타 전기 케비넷에도 피해를 주는 폭발적인 전기결함을 일으킬 수 있

다.

케비넷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지역의 화재방호계통은 주변 케비넷, 케이블 및 기기

를 강력한 전기적 손상으로부터 방지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강력한 전기

손상은 고압전기설비(480V이상)에서 특히 우려된다. 고압전기 케비넷은 주변의 안

전관련 케비넷, 케이블 및 기기에 피해를 주는 강력한 전기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간적인 격리나 물리적 내화방벽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전기 케비넷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광역 자동감지, 자동화재진압 

그리고 수동화재 진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케비넷 내부 화재가 외부로 전파될 수 있을 정도로 내부에 많은 가연성 물질이 있

는 전기 케비넷은 케비넷 내부에 자동화재감지설비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1.4 공기조화설비(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 HVAC) 계통

적절히 설계된 HVAC 계통은 연소 생성물이 다른 화재구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

지하여 화재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요구되는 환기, 배기 또는 방화지역 격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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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인한 환기계통의 손상으로 방화지역의 환

기, 배기 또는 격리기능이 손상됨을 사전에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HVAC 계통의 전력 및 제어 케이블은 특별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 기계식 환기 계

통의 전력 및 제어설비는 가급적 해당 방화지역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연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것은 RG 1.101, "Emergency

Planning and Preparedness for Nuclear Power Reactors"에 제시된 비상계획에 따

라 감시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연기나 가스를 배출하도록 설계된 

HVAC 계통의 오작동이나 단일고장에 의해 방사학적 관리구역 요건을 위반하지 않

음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에 대한 방호 및 운전원의 거주성 확보를 위한 격납요건

을 포함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신선한 공기 흡입구는 다른 방화지역

의 연기배출 또는 배기구로부터 이격되어 흡입되는 공기가 연소생성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역방출 가스진압설비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NFPA 12, 12A에 따라 필요한 가스농

도가 유지되도록 지역의 흡배기 댐퍼가 적절히 제어되어야 한다.

4.1.4.1 필터의 가연성

입자 및 가스 폐기물을 제거하는 필터(HEPA, charcoal 필터)는 가연성 매체로 제작

된다. 필터의 발화는 곧바로 대기에 방사성물질 방출을 유발할 수 있거나, 필터가 

손상될 경우 방사성물질의 유출통로가 될 수 있다. 또한 필터가 연소될 경우 다른 

지역에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다.

공학적안전설비의 필터는 RG 1.52, "Design, Inspection, and Testing Criteria for

Air Filtration and Adsorption Units of Post-Accident-Engineered-Safety-Feature

Atmosphere Cleanup System Light-Water-Cooled Nuclear Power Plants"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가연성 물질로 구성된 필터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잠재적인 화

재노출원인 경우 화재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4.1.4.2 제연 및 배연

화재에 의한 연기는 독성 및 부식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야 장애를 유발하여 비

상 대피 및 접근을 어렵게 한다. 수동 화재진압 및 안전정지 운전을 위해서 제연 

및 배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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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및 열 발생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동진압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

여야 한다. 연기와 부식성 가스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

기로 직접 방출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환기계통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수동화재 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지역(케이블분배실,

디젤연료유 저장지역, 스위치 기어실)은 별도의 연기 및 열방출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NFPA 204 참조).

4.1.4.3 거주성

발전소의 안전정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발전소 운전원을 화재영향과 소화약제(가스

소화약제)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주제어실 소개를 대비하여 대피로 및 원격정지제

어반의 거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가스소화약제의 유입으로부터 안전정지지역이 

보호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비상시에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 거주성을 위하여 환

기, 배기 또는 격리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설계시 방화지역별로 접근경로와 대피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음 지역에는 거주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 주제어실

- 화재 후 안전정지 지역

- 근무자 대피 및 진입 통로

화재로 인한 연기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계단실이 설계되어야 한다. 계단은 대피로

나 화재진압을 위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화재 시 출구는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계단실, 승강기, 투입구는 내화구조물로 밀폐되고 건물에 연결된 개구부는 내

화방벽과 동등한 등급이상의 자동 방화문을 갖추어야 한다. 승강기는 화재와 같은 

비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1.4.4. 방화 댐퍼 

다중 안전정지 기기는 내화방벽, 바닥, 격실 또는 기타 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내화방벽이 효과적으로 화재차단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화방벽의 배기 덕트 관

통부에 방화 댐퍼가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 시에는 자동 차단되어야 한다 (NFPA

90A,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Air-Conditioning and Ventilating System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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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배수 

고정식 수계진압설비가 설치된 지역에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예

상되는 소화수를 배수할 수 있는 바닥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소화수가 지역

의 안전관련 설비에 부적절한 피해를 줄 수 있을 지역에서는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도 바닥배수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한 지역에서 분사된 소

화수가 인접지역의 안전관련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파편이

나 오염물에 의한 배수계통의 막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

다.

가스소화설비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배수구를 적절히 밀봉하거나 가스 소화설비의 

용량을 배수설비를 통해 손실되는 약재를 보충할 수 있는 정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화재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있는 지

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배수 설비를 설계 하여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 있는 지역의 배수는 환경에 배출하기 전에 수집, 표본 채집, 분석되

어야 한다.

4.1.6 비상조명

화재발생시 안전정지를 위한 지역으로 대피 또는 진입하는 통로를 포함하여 화재진

압활동, 안전정지운전에 필요한 지역에 비상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1.6.1 대피로 안전

비상조명시설은 규제입장 4.1.2.3 항에 기술된 비상대피 설계지침에 따라 설치되어

야 한다.

4.1.6.2 화재 후 안전정지

화재 시에 비상대응과 화재 후 안전정지를 위해서는 비상조명이 필수적이다. 사업

자는 다음과 같이 적합한 이동식 또는 고정식 비상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정지설비의 운전지역과 그 지역으로의 진입 및 대피통로에는 개별적으로 최

소한 8시간 용량의 축전지가 내장된 내장형 형광 또는 밀폐식 빔 형태의 고정식 

비상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정지를 수행하는 지역과 접근통로에 설치된 비상조명의 밝기는 운전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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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접근하여 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정도이어야 한다. 원격정지

제어반의 비상조명 밝기는 운전원이 판넬을 조작하는데 충분한 정도이어야 한다.

예상되는 환경조건, 축전지 상태 및 전구 수명을 고려하여 8시간 동안 접근, 대피 

및 운전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조명설비는 경상정비, 초기시

험 및 주기 현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초동소방대원이나 안전정지를 수행하는 기타 운전원에게 휴대용 밀폐식 빔 형 손

전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비상조명이 축전지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경우 한 지역의 화재가 안전정지에 필요한 

손상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비상조명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배선계통에는 보호설비

를 갖추어야 한다.

4.1.7 통신설비

통신계통은 최대 소음수준의 화재조건에서도 모든 필수 지역에 있는 종사자들간에 

효과적인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화재 시에 비상대응 및 안전정지를 위해 적절한 양방향 음성통신설비

가 갖추어져야 한다.

- 발전소 일반 통신설비와 독립된 고정식 비상 통신설비를 미리 지정된 지역에 설

치하여야 한다.

- 안전정지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운전원과 소방대원에게 이동식 무선통신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설비는 발전소 보안요원용 통신기능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

다. 휴대용 무선통신설비용 고정식 중계장치는 화재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시운전 및 주기시험을 통해 휴대용 무선통신설비 주파수가 발전소 보호계전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1.8 폭발방지

상존 및 임시 폭발 위험성은 확인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거하기 

곤란한 임시 폭발성 물질은 관리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규제입장 

2.1 항 가연성물질 관리 참조).

인화성 및 가연성 가스 및 액체를 저장하는 다양한 탱크나 배관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이나 그러한 지역의 화재방호설비에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규

제입장 2.1.3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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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공급설비/계통(발전기냉각계통, 원자로냉각재 수소주입계통)이나 수소나 폭발성 

가스 방출설비(폐기 가스 및 고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는 폭발성 가스(증기)의 농

도를 폭발하한계의 50%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수소가 포함된 설비 내에 산소를 제

한하여 폭발성 혼합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수소공급 및 분배 계통

은 과잉 유량밸브, 유량제한기, 환형누설감시가 부착된 이중벽 배관, 파열판과 같은 

계통의 손상을 완화할 수 있는 설계특성을 포함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규제입장 7.5

참조).

대량의 가스를 (액화가스를 포함) 저장하는 시설과 하역 및 분배계통의 건설, 시공,

운전 및 정비는 산업계 사례 및 NFPA 기준에 따른다. (NFPA 54, “National Fuel

Gas Code”, NPFA 55, “Standard for the Storage, Use, and Handling of

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in Portable and Stationary Containers,

Cylinders, and Tanks” 참조).

수소와 산소의 폭발성 혼합기가 형성될 수 있는 경우, 수소폭발 영향에 견디도록 

설계하거나 폭발성 혼합기 형성 및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제어기능이 있는 이

중가스분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RG 1.91, "Evaluation of Explosions Postulated

to Occur on Transportation Routes near Nuclear Power Plants"에 발전소 부지 주

변의 운송과 관련된 폭발위험에 대한 평가지침에 제시되어 있다.

4.2 피동방화설비

4.2.1 구조물 내화방벽 

내화방벽은 화재 전파를 차단할 목적으로 자격이 검증된 실험실에서 시험된 시간단

위의 내화등급을 갖는 건축자재(벽, 바닥 그리고 이들의 지지대)를 말하며 보, 들보,

기둥, 관통부 밀봉재, 방화문, 방화 댐퍼 등이 포함된다.

시험된 배열과 동일하게 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 현장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내화방벽 재료의 동일성 유지

- 내화방벽의 두께유지 

- 관련 집합체(support assembly)의 물성이 시험된 형태와 다르지 않아야 함.

- 내화방벽의 적용 또는 사용목적이 시험된 형태와 다르지 않아야 함.

- 형태가 적절한 화재방호기술자에 의해 검토되고 동등 수준의 방호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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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확인되어야 함.

4.2.1.1 벽, 바닥, 천장 집합체 

벽, 바닥 및 천장구조는 불연성이어야 하며, NFPA 221이 내화방벽 시공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다. 내화방벽 기능을 하는 벽, 바닥 천장의 건축재료는 자격이 검증된 

실험실에서 시험된 시간단위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건물설계시 내화방벽을 관통하는 개구부는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

화지역을 구획하는 내화 방벽의 개구부는 내화방벽과 동등한 내화등급을 갖도록 밀

봉 또는 차단되어야 한다. 내화방벽 관통부의 건설 및 시공 기술은 내화시험을 통

해 인증되어야 한다.

4.2.1.2 방화문 

출입용 개구부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건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 개구부는 내화시

험을 통과한 방화문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내화방벽을 관통하는 방화문 개구부와 

방화문은 제작사 지침 및 시험된 형태에 부합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방화문의 변경은 적합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방화문이 방화지역의 경계를 이루

고 방화문의 변경이 내화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 : 잠금상태 확인 장

치 설치) 더 이상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 변경작업이 내화등급을 저하시킨다면(예 

: 투시창 설치), 동등한 수준의 내화등급으로 방호가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

화문의 내화등급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방화문에는 자동 닫힘장치나 닫힘 기구를 설치하고, 6개월마다 자동으로 열림 유지,

해제, 닫힘 장치 및 래치의 작동 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의도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 방화문은 닫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사람이 상주하는 지역에서 전기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 방화문은 열쇠로 잠금상태이어야 하며 매주 닫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방화문에 자동 열림 유지, 해제장치를 설치하고 문 개폐에 지장을 주는 장애

물이 없는가를 매일 점검해야 한다.

- 방화문은 닫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닫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자동 전역방출 가스진압설비가 설치된 지역은 전기적으로 감시되는 자동 닫힘 방화

문을 설치하거나 상기한 항목의 첫 번째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NFPA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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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for Fire Doors and Other Opening Protectives”를 참조한다.

4.2.1.3 방화 댐퍼 

건물의 환기용 개구부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개구부는 내화

시험을 통과한 방화 댐퍼로 보호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내화방벽을 관통하는 환

기 개구부의 건설 및 시공 기술은 내화시험으로 인증되어야 한다. 내화방벽을 관통

하거나 종료되는 환기용 닥트에 대해서는 NFPA 90A,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Air-Conditioning and Ventilating Systems”에 따라 내화방벽의 관통

부 내에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환기용 방화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NFPA 90A에 따라 내화방벽에 있는 공기가 순환되는 모든 개구부에는 방화 댐퍼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방화 댐퍼의 설계, 제작 및 시험에 적용되는 산업기준 UL 555, "Fire

dampers"는 공기유동조건에서 댐퍼닫힘기능 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UL의 방화 

댐퍼 등급은 댐퍼가 닫힘 상태에서 일정한 화재조건하에서 건전성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댐퍼의 실제차압을 모사하지 않는 방화 댐퍼 시험방법(예 : 육안검사 또는 닥트 출

입구를 통한 낙하시험)으로는 공기유동조건에서 댐퍼의 운전성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방화 댐퍼의 점검에서는 댐퍼가 필요시 완전히 차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는 공기유동을 모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

다.

- 발전소 고유의 방화 댐퍼 배열에 따른 최악의 유량조건으로 시험 

- 내화방벽에 설치된 모든 방화 댐퍼에 대하여 공기유동조건으로 시험, 또는 

- 화재가 확인된 지역의 환기계통을 행정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발전소 비상절차

서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4.2.1.4 관통부 밀봉재

방화지역을 구분하는 내화방벽을 관통하는 배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개구부는 내

화방벽과 동등한 내화등급으로 밀봉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개구부 안의 전선관 직

경이 102 mm 보다 큰 전선관 개구부에 대한 내화방벽 관통부는 밀봉되어야 한다.

개구부 내의 전선관 직경이 102 mm 이하인 경우 전선관이 연기나 고온가스의 통

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선관의 양끝단 또는 내화방벽에서 밀봉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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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전선관이 내화방벽 양끝단에서 최소한 1.5 m 이상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전선관 내부의 개구부는 내화방벽에서 밀봉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격리하거나 차

압을 유지하는 내화방벽 관통부는 그러한 조건에서 방벽의 건전성을 유지됨을 시험

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관통부 밀봉재는 제작업체에서 자격 부여한 작업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

기간에는 적절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밀봉재에 기포, 틈새, 찢어짐 등이 발생되지 않으며, 설계에 따라 설치됨을 보증하

기 위하여 관통부 밀봉재는 꼬리표 부착, 문서화 및 검사되어야 한다.

4.2.1.5 시험 및 인증 

- 내화 구조물 : 내화방벽, 바닥, 천장, 및 외함에 대한 설계타당성은 내화시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내화시험 방법으로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과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를 참조한다. 이 기준은 건설, 재료, 작

업방법, 부품의 칫수 및 시험편의 규격, 시험편의 열전대 위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내화방벽을 이루는 벽, 바닥, 천장 및 외함의 내화시험 합격기준은 다음

과 같다.

+ 내화방벽은 내화방벽에 요구되는 내화등급과 동일한 시간동안 화염이 통

과되지 않거나 화염반대면의 섬유에 점화되지 않고 내화시험을 견디어야 

한다.

+ 내화방벽은 화염반대면의 벽면에서 기록된 최대온도가 대기온도보다 +

139℃ (250 °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 내화방벽은 주수시험동안 화염반대면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본래 모

양을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방화지역에서 안전정지 기능을 격리하는 내화방벽, 바닥, 천장 및 기기 외

함이 상기 기준을 만족하면 적합한 내화방벽이다.

- 내화방벽 관통부 : 내화방벽 관통부는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과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 따라 독립된 시험기관에서 시험되어 인증된 것이어야 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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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ASTM E-814, “Standard Test Method for Fire Tests of

Through-Penetration Fire Stops”와 IEEE 634, “IEEE Standard Cable

Penetration Fire Stop Qualification Test” 는 표준화재시험을 개발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화방벽은 내화방벽에 요구되는 내화등급과 동일한 시간동안 화염이 통

과되지 않거나 화염반대면의 케이블에 발화되지 않고 내화시험을 견디어

야 한다.

+ 내화방벽의 화염반대면에서 기록된 온도를 분석하여 최대온도가 163 ℃ 
(325 °F) 또는 대기온도보다 121 ℃ (217.6 °F) [139 ℃ (250 °F)]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 절연체가 점화되지 않음을 입증하면 관통부에서 

더 높은 온도도 허용된다.

+ 내화방벽은 주수시험동안 가열 화염반대면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며 본래 모양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류는 38 mm(1.5 in.) 노즐로 압력 

517 kPa (75 psi)와 30%의 분사각으로 대상물에서 최대 1.5 m 거리에서 

284ℓ/m (75 gpm)의 유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는 수류는 38 mm(1.5

in.) 노즐로 압력 517 kPa (75 gpm)와 15 % 분사각으로 대상물에서 최대 

3 m (10ft) 284 ℓ/m (75 gpm)의 유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는 수류는 

29 mm (1 ⅛ in.)의 노즐선단을 장착한 64 mm (2.5 in.) 노즐로 대상면에

서 6.1 m (20 ft) 거리에서 압력 207 kPa (30 gpm)의 압력으로 분사되어

야 한다.

내화방벽을 관통하는 방화문/환기 개구부, 기타 관통부는 내화시험을 통해 인증

된 기술로 시공되어야 한다. 시험체는 재료, 작업방법, 부품의 칫수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건물 건축 및 운전에 적용된 대표적인 조건으로 시

공되어야 한다. 시험편의 물리적인 재료특성과 성분은 확인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4.2.1.6 시험에 의한 관통부밀봉재 설계의 평가 

발전소의 모든 관통부 밀봉재의 형태를 포함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소량의 시험편

으로 수행한 내화시험결과는 적합하다. 이러한 경우에 밀봉재 설계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학적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밀봉된 개구부 크기 : 특정 규격의 개구부에 대한 내화방벽 관통부 밀봉재 배

열에 대한 내화시험은 동일한 형태의 작은 개구부를 인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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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관통재 : 특정한 형태의 관통재를 포함하고 있는 밀봉재의 배열에 대한 시험

은 시험된 형태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관통재

를 제거하거나 위치 재선정, 특정한 관통재의 크기 감소(단면적), 또는 관통재 

사이의 간격 증가와 같은 사항 등은 허용가능하다. 그러나 관통재가 밀봉재를 

지지하는 구조물 역할을 수행하므로, 밀봉재의 자유면적과 가장 큰 자유 스팬

의 범위는 밀봉집합체의 내화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일 수도 있다. 특

정 내화능력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밀봉재의 두께는 관통재와 밀봉재의 외부 

가장자리간의 자유면적이나 거리의 함수이다. 또한 관통재가 열제거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케이블 형태 및 포설 : 규정된 충진율과 케이블 형태의 전기 관통부에 대한 

밀봉재 배열에 대한 시험은 동일하거나 작은 충진율과 동일한 케이블 보호재 

또는 난연성 케이블 보호재로 구성된 동일한 배열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관통 케이블의 열전도도 도 중요하다.

- 차폐재 : 주어진 밀봉형상의 내화성능은 내화 차폐재를 밀봉부의 한쪽 또는 

양쪽 면에 사용하는 경우 향상될 수 있다. 다른 밀봉 변수가 동일한 경우 영

구적인 내화 차폐재가 없는 밀봉형상에 대한 성공적인 시험 결과는 영구적인 

내화 차폐재 있는 동일한 밀봉형상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배열 지향성 : 설계배열의 대칭성이 동일한 경우 수평 지향적인(밀봉부 하부

에 시험용 화염이 있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수직 지향적인 시험을 검증하

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대칭 관통부 밀봉재 배열(하부에는 차

폐재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부 쪽에는 없는)이 시험편의 화염이 닿는 쪽에만 

차폐재가 있는 바닥-천장 지향성을 위해 검증되는 경우 차폐재가 밀봉부의 양

면에 붙어 있거나 잠재적인 화재위험이 차폐재가 있는 쪽에만 한정되는 경우

에 벽지향적인 시험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재료의 형태 및 두께 : 특정 두께의 밀봉재에 대한 형상시험은 더 두꺼운 동

일 밀봉재의 동일한 형상을 검증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 형태에 대한 시험 : 상이한 설계변수를 가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열을 위한 

인증시험으로 특정 밀봉재 배열에 대한 단일시험이 수행되는 경우 시험된 배

열은 최고로 보수적인 설계변수의 조합 및 설계배열이어야 한다. 이는 전반적

으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최초로 손상되는 조건을 시험하여 인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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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조건에서의 성공적인 시험결과는 시험범위 내의 설계변수를 가진 동

일하거나 유사하게 설계된 형태를 인증할 수 있다. 이는 설계변수의 범위를 

평가하기 위한 복수의 시험에 적절할 것이다.

4.2.2 구조용 강 방호

내화방벽의 일부분이거나 내화방벽을 지지하는 구조용 강은 내화방벽에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내화등급으로 방호되어야 한다. 구조용 강이 방호되지 않거나 내화방

벽에 요구되는 등급 이하의 내화등급을 갖는 경우에는 화재 시 강철이 도달할 수 

있는 온도와 그 온도에서 필요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화재위험도분석을 통

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내화방벽의 일부분이거나 내화방벽을 지지하는 구조용 강을 

방호할 필요성은 NFPA 기술기준이나 화재방호 핸드북에 기술되어 있다.

지진사고로 인한 동적 하중에 견디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구조용 강은 화재로 인하

여 구조용 강의 손상이 내화방벽의 강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키지 않는다면 내화방벽

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방호할 필요는 없다.

4.2.3 전기회로에 대한 화재방호

4.2.3.1 전선관로 내화방벽계통

안전에 중요한 다중 케이블계통은 규제입장 5.3 항의 격리방안에 따라 서로 격리되

어야 하며, 그리고 잠재적인 노출화재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화재 후 안전정지에 

중요한 전기회로가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구조물)으로 격리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 케이블 방호체는 1 시간과 3 시간 격리요건을 만족하는 도관이나 전선관을 적

용하여야 한다. 1 시간 방호체를 사용한 경우 자동화재감지 및 진압계통이 설치되

어야 한다.

수평 및 수직 전선관의 내화방벽 설계는 수류시험과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의 요건을 만족하

여야 한다. 전선도관 내화방벽의 허용기준은 규제입장 4.3에 기술되어 있다.

4.2.3.2 내화등급 케이블

원자력발전소의 사업자는 내화등급 케이블이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정지계통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하고 필요시 허가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규제지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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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케이블 포설을 위한 화재차단재

자동소화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수평케이블 배선로

를 따라 매 6.1 m 간격으로 화재차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케이블 배선로에는 

바닥과 천장 높이수준에 화재차단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케이블 배선로가 케이

블 트레이 상부에 설치된 자동소화수설비로 직접 보호되지 않는 경우 층간 또는 수

직 케이블 체이스에 다음과 같은 위치에 화재차단재를 설치해야 한다.

- 케이블의 수직길이가 6.1∼9.1 m 인 경우 : 중간 높이,

- 케이블의 수직길이가 9.1m 이상인 경우 : 4.6m 간격 

케이블 배선로의 수와 케이블 밀도가 최대인 경우 시험한 결과 화재차단재는 최소 

30분 동안 화재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3 전선관로 내화방벽의 시험 및 인증

화재 후 안전정지 관련계통을 보호하고 규제입장 5.3항의 격리방법을 만족하기 위

한 내화방벽은 1시간 또는 3시간 내화등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내화등급은 내화

방벽이나 구조물의 지속하는 시간으로 정의되고, 표준화재에 노출시켰을 경우 거동

측면에서 초기임계점이 나타나기 전까지 견디는 시간을 의미한다.

건물구조나 재료의 내화등급은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 및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 따라 수행

되는 내화방벽 집합체의 시험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 규정된 허용기준을 만족한 

집합체(표준시간-온도 화재연속노출, 화염 반대면 온도 상승, 호스류 분사)는 특정 

내화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화재에 노출되지 않은 내화방벽의 온도가 163℃ (325°F)을 초과하지 않고 주수시험

을 합격한 내화방벽은 내화 허용기준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며, 추

가 분석 없이 안전정지 능력이 보호됨을 입증하는 것이다. 온도 허용기준을 초과하

는 경우 안전정지 능력이 보호됨을 입증하는 공학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분

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 전선관 내화방벽계통의 시험 및 인증을 위한 상세지침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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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정지 능력

발전소의 안전정지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주어진 방화지역에서의 화재손상을 고려할 

경우 원자로 고온정지/대기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서 하나의 성

공경로는 화재손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상온정지를 달

성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서 하나의 성공경로에 대한 화재손상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하나의 성공경로가 72시간 내에 운전가능한 상태로 복구되거나,

대체 혹은 전용정지를 요구하는 지역의 경우 사업자는 상온정지기능을 복구하여 72

시간 이내에 상온정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72시간 동안 고

온대기/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원자로설계에 대해서 상온정지 조건이 요구되

는 시간 이내에 달성되어 유지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하나의 성공경로가 규제입장 5.1과 5.2를 만족할 수 있

어야 하며 필요한 정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되는 정지기능의 성능

은 가능한 경우 기존의 FSAR에 있는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대체 혹은 전용의 정

지를 위해 요구되는 장비는 참조하고 있는 분석에서 신뢰된 성능과 동일하거나 또

는 등가성을 가져야 한다.

화재방호계획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화재이후 안전정지기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을 포함한다. 안전정지분석은 화재로 유발되

는 손상이 직·간접적으로 안전정지를 방해하는 전기회로를 포함하여 다중 안전정지

계통과 기기들이 가상된 화재 사고시 하나의 성공경로가 화재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됨을 입증해야 한다. 내화방벽, 가연성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리적 

격리, 그리고 적용 가능한 규정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자동감지 및 진압을 통하여 

방호될 수 있다. 하나의 다중성공경로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없는 경우 대체 혹은 

전용의 정지 성공경로가 화재이후 안전정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확인되

고 보호되어야 한다.

신규 원전을 위한 안전정지분석은 어떤 하나의 방화지역(주제어실과 원자로건물을 

제외)내의 모든 장비가 화재에 의해 운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보수나 운전원 

조치를 위해 그 방화지역으로 재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도 안전정지

를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규제입장 8.2). 따라서 신규원전에서 적절한 

방호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이러한 방화지역 내에 물리적 격리 또는 국부적인 내화

방벽(전선관로 내화방벽계통)에 대해 신뢰를 두지 않아야 한다. 발전소 설계가 물리

적, 전기적으로 독립적인 대체정지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제어실은 이러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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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규 원전에는 적어도 하나의 화재이후 안전정지 성공경로

가 화재손상을 받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자로건물에 다중 정지계통에 대한 

화재방호설비를 설치해야만 한다.

안전정지분석은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각 방화지

역에 대한 화재를 평가해야 하며, 화재이후 안전정지 성공경로를 확인해야만 한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안전정지를 방해(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는)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하여 유발되는 모든 회로 손상을 분석에서 확인해야만 한다.

5.1 다중계통의 안전정지 성능목적

사업자는 제어실이나 비상제어반에서 고온정지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하나의 성공경로가 화재에 손상받지 않도록 화재손상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정

지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을 위한 화재방호설비가 설치됨을 보증해야 한

다.

화재안전정지 성능목적은 기술지침서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발전소가 고온정

지 또는 고온대기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대체/전용 정지성능을 위한 화재이

후 안전정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성능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반응도제어기능은 상온정지 반응도 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자로냉각재보충기능은 가압경수로의 가압기의 수위지시 범위로 원자로냉각

재 수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자로열제거기능은 붕괴열제거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공정감시기능은 상기한 기능을 수행하고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변수의 값

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원기능은 안전정지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의 운전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

한 공정 냉각, 윤활 및 기타 조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Generic Letter 81-12, “Fire Protection Rule (45 FR 76602, November 19, 1980)” 에

는 기존 가압경수로의 화재이후 안전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계통

과 계기들이 기술되어 있다. 특정 발전소에 요구되는 계통과 계기들은 발전소 허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며, 화재이후 안전정지를 결정하는 운전변수들은 발전소 기술

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다.

5.2 상온정지 및 허용 가능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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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안전정지를 위해 상온정지 달성에 필요한 다중계통은 단일 화재에 의해 

손상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의 성공경로는 72시간 내에 또는 고온정지 유지능력

이 72시간 이하인 경우 안전정지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내에 복구 

또는 운전가능할 수 있도록 손상이 제한되어 있다.

대체 또는 전용의 정지에 대하여 상온정지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장비와 계통들이 화재에 의해 손상되지 않아야 하거나 그러한 장비와 계통들에 대

한 화재손상이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되어, 72시간 이내에 상온정지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72시간 이후 안전정지를 위해 사용되는 계통 및 기기들은 단지 소

외전원 만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상온정지기기의 성능 보수작업(퓨즈 교체 및 케이블 교체)은 허용된다. 선정된 장비

의 교체는 실질적인 경우 허용된다. 손상된 장비의 교체(규제입장 5.5.3항 참조)를 

위한 절차가 준비되어야 하며, 전용의 교체 장비가 발전소에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장비가 운전 조건으로 복구되는 시점까지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

작업의 품질은 충분해야 한다. 제어반에 클립 리드를 사용(hard-wired terminal lug

가 사용되어야 함)하거나 terminal lug를 결속시키는 것 이외에 다른 점퍼케이블을 

사용하는 보수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수작업이 방화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그 지역에 재진입하기에 시간이 충

분하고, 예상되는 화재와 화재진압제에 의한 손상이 수행될 보수작업을 방해하지 

않고 보수절차가 운전계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5.3 안전정지기능 화재방호

안전정지에 필요한 다중 계통이나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내화방벽

이나 자동진압설비, 혹은 두 가지 설비가 모두 설치되어야 한다. 전용 또는 대체 정

지설비가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고온정지조건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중성공경로의 장비나 케이블(합선, 단선, 지락으로 인하여 작동을 방해하거나 오

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 회로를 포함)들이 격납용기 이외의 지역에서 동일한 

방화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성공경로(고온정지를 위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들)중 하나는 화재손상이 없도록(규제입장 8.2에 신규 원전에 대한 다중의 화재이

후 안전정지 성공경로에 대한 방호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다중계열 화재 후 안전정지 성공경로는 3시간 등급의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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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내화방벽의 일부이거나 내화방벽을 지지하는 강구조물은 방벽의 내

화등급과 동일한 내화성능을 갖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 다중계열 화재 후 안전정지 성공경로는 중간에 가연물이나 화재위험이 없이 

수평거리로 6.1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 화재 감지기

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내화도료 등을 포함한 케이블 절연체는 

공학적인 판단이나 화재위험도분석에 의하여 무시될 수 있는 양 (예로는, 단

선케이블) 이외에는 중간 연소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전선관 내의 케이블은 

중간 연소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 하나의 다중계열 화재 후 안전정지 성공경로는 1시간 등급의 내화방벽으로 격

리되어야 하며, 추가로 화재가 예상되는 지역에 화재 감지기와 자동소화설비

가 설치되어야 한다.

위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

할 수 있는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며, 국부적인 지역을 방호하는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도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원자로건물 내부의 화재방호는 위 조항을 만족하는 것이거나, 규제입장 6.1.1에 따

라 설치되어야 한다.

5.3.1 화재이후 안전정지 회로의 확인 및 평가

화재이후 안전정지 분석은 하나의 성공경로를 구성하고 있는 정지관련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들이 어떠한 발전소 단일 방화지역에서의 단일화재에 대한 화재 손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됨을 보증해야만 한다. 화재이후 안전정지 회로분석을 위한 결정

론적 방법론과 관련하여 RIS 2005-30, “Clarification of Post-Fire Safe-Shutdown

Circuit Regulatory Requirements”에서 승인하고 있는 NEI 00-01, “Guidance for

Post-Fire Safe-Shutdown Circuit Analysis”를 참조할 수 있다. 화재로 유발되는 손

상이 안전정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회로들은 분석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적절하

게 방호되어야 한다.

5.3.2 고/저 압력 경계

사업자는 고/저 압력 경계와 관련한 연계회로에 대하여 안전정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잔열제거계통은 고압의 1차 

냉각재계통과 경계를 이루는 저압계통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계통의 경계부분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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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다중성과 독립적인 전동기구동밸브로 격리되어 있다. 이들 두 전동기구동밸브

와 그들의 전력 및 제어케이블은 단일화재로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단일화재는 

두 밸브를 오동작으로 개방시킬 수 있으며 고/저 압력 경계를 통한 계통 간 냉각

재상실사고(LOCA)를 일으킬 수 있다. 고/저 압력 경계부분이 단일화재로부터 적절

히 보호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수행되어야 한다.

- 일차냉각재경계를 격리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다중조절장

치(두개의 연속적인 전동기구동밸브와 같은)를 사용하는 고/저 압력 경계를 

확인한다.

- 규제입장 5.3과 6.1.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연속적으로 설치된 다중밸브들

에 대하여, 다중케이블(전력과 제어)이 적절하게 물리적으로 격리되었는지 확

인한다.

- 격리가 적절하지 않은 각 경우에 대하여, 케이블의 화재유발손상(합선, 단락,

지락)에 의한 오동작으로 계통 간 냉각재상실사고로 이어지지 않음을 입증한

다.

5.3.3 운전원 수동조치

화재이후 안전정지 분석에는 필요한 모든 운전원 수동조치를 포함하여 안전정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을 기술해야 한다. 운전원 수동조치는 하나의 방화지

역에 위치하고 있는 화재 후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다중의 계통을 보호하

는 수단으로 대체될 수 없다. 다만, 화재이후 안전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운전원 수동조치가 필요한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운전원 수동조치가 안전정지

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고, 규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원 수동조치와 관련하여 RIS 2006-10, “Regulatory Expectations with

Appendix R Section III.G.2 Operator Manual Actions”에 제시된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동일한 방화지역에 하나의 다중 성공경로가 다음과 같은 손상제한요건과 격

리요건에 따라 화재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 운전원 수동조치는 오

동작으로 기동되거나, 연속적으로 운전이 허용되었으나 안전정지에 악영향이나 방

해할 수 있는 펌프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업자의 화재방호계획에 따라 고려될 것

이다. 운전원 수동조치는 대체 또는 전용의 정지성능이 제공된 경우 신뢰할 수 있

다.

- 손상제한요건 : 고온정지 및 고온대기에 사용하는 하나의 성공경로는 화재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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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없어야 하며, 상온정지에 사용하는 하나의 성공경로에 대한 화재손상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상온정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

- 격리요건 : 3시간 내화등급으로 격리하거나 수평거리 6.1 m 이상 이격하고 자

동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설치, 1 시간등급의 방호체를 설치하고 자동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설치

화재관련 모든 운전원 수동조치는 실행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한다.

NUREG-1852, “Demonstrating the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Operator Manual

Actions in Response to Fire”에는 운전원 수동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가 제시되

어 있다. 운전원 수동조치의 사용은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화재감지 및 진압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회로 포

함)이 있는 어떠한 지역에서 이러한 성능을 제거 또는 삭제하는 것은 최소한 화재방

호 관점의 심층방어개념을 위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전정지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려한다.

안전정지 성능의 방호와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를 포함하여 화재방호요건이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종합될 수 있으므로, 신규 원전의 설계시 운전원 수동조치와 대체/전

용 정지계통(주제어실 화재를 위한 방호는 대체정지 성능을 요구하게 됨)의 사용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5.3.4 오동작

화재 후 안전정지 회로분석은 다중 오동작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화재로 유발되

는 손상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일부 사업자가 다중 오동작이 연속적 또는 빠르

게 연달아 일어나지 않다는 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케이블 화재시험 결

과 다중 오동작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일어날 확률이 케이블 절연/보호재료와 케이

블 배열을 포함한 다중인자에 근거하여 비교적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성공경로

에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은 화재방호기준 10.6.1의 3항의 3에 따라 안전정지

를 방해할 수 있는 화재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한다.

규제입장 5.3.3 항에서 논의된 부분을 제외하고 운전원 수동조치가 다중의 안전정지 

계열 또는 계통(대체/전용이 아닌 일차 안전정지 계열 또는 계통)에서 기기의 오동

작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용할 수 없다.

5.4 대체 및 전용 정지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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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일반지침

대체 정지성능은 기존의 계통을 재배선, 재배치 또는 변경하는 것인 반면에 전용 

정지성능은 화재이후 정지기능을 위해 새로운 구조물이나 계통을 설치하여 제공된

다. 화재 이후 보수를 통하여 고온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신뢰될 수 없으

므로 사업자는 추가적인 대체정지성능이 필요한 경우 기존발전소에 대체 정지성능

을 위하여 기존 계통을 재배선, 재배치 또는 변경해야 한다.

대체 또는 전용의 정지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사업자는 다중의 성공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방화지역/구역에 대한 고정식 감지 및 진압계통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위험도

분석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지 및 진압은 대체/전용 정지계통을 포함하

는 방화지역/구역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안전정지분석은 고온정지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또는 전용의 정지

계통 기기와 전기회로는 화재손상을 받지 않고 필요한 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안전정지를 방해하는 조치를 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특정 방화지역에 대한 대체/전용 정지성능이 지역별로 유일하거나 유일한 계통의 

조합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체정지성능은 특정 방화지역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소외전원이 가용한 경우와 소외전원이 72시간동안 가용하지 않은 경우의 화재이후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규제입장 5.5 항에 기술된 바와 같은 대체/전용 정

지성능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5.4.2 연계회로

연계회로는 대체 또는 전용의 정지계통들이 화재 이후 안전정지를 달성하는데 신뢰

되는 경우 회로에 대한 특정 분야로 정의하였으며, 연계회로가 화재로 유발되는 손

상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허용 가능한 조치로 인정된다. 연계회로는 안전정지기

기의 전원공급 또는 제어회로에 작동불능조건(단락, 지락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

안전 혹은 안전 회로들이며,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안전정지기기가 설계기능을 수

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작동불능조건은 방지되어야 한다.

연계회로는 규제입장 5.3 (원자로격납건물 내부의 케이블에 대한 규제입장 6.1.1.1에 

규정된 것보다 약한)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물리적으로 격리된 격납용

기 외부에 있는 케이블(안전관련, 비안전관련 Class 1E와 non-Class 1E)로 다음 중 

한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케이블로 정의된다.

- 정지설비(다중 혹은 대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공통전원과 해당회로로부터 공유된 



부록9.5.1-1 개정 4 - 2014. 12- 76 -

차단기, 퓨즈 혹은 유사장치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전원.

- 기기의 오작동이 정지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예를 들면, 잔열제거/원

자로냉각재계통 격리밸브, ADS 밸브, PORVs, 증기발생기 대기덤프밸브, 계측제

어계통, 증기우회계통)의 회로에의 연결부.

오동작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상실 요인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기기는 하

나 이상의 회로손상 모드 (예를 들면, 합선, 단락, 지락)에 의하여 여자 혹은 비여

자될 수 있다. 따라서 펌프와 밸브 및 전기분배차단기는 구동원 기능상실시 정지

/동작되거나 개방/닫힘 상태가 될 수 있다. 삼상 교류회로의 전동기가 오동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삼상 모두가 합선될 가능성은 고/저 압력경계부분에 대한 평

가 이외에는 평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접지되지 

않은 직류회로에 대해서 오작동이 접지가 되지 않은 정극성의 최소한 두 개의 합

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시하는 경우 고/저 압력경계부분에 대한 

평가 이외에는 더 이상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접지되지 않은 여러 전도

체의 직류회로에서 두 개의 정극성 손상은 고려되어야 한다.

합선조건은 방화지역으로부터 회로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오동작의 영향을 

없애는 다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존재한다고 가정해야 한다.

- 회로차단기, 퓨즈, 혹은 유사장치에 의하여 전기적으로 보호되지 않거나, 공통배선

함으로 화재가 번질 수 있는 공통배선함(common enclosure: 도관, 배전반, 공통

함)으로써 정지기능 케이블이 들어있는 공통배선함

5.4.3 연계회로의 보호

정지성능은 규제입장 5.3(또는 원자로격납건물 내부의 케이블의 경우 규제입장 

6.1.1.1항)의 격리 및 방호 지침 또는 대체방안으로 연계회로의 형태별로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연계회로에 줄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4.3.1 공통 전력원

다중 혹은 대체 정지전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기 퓨즈/차단기 보호협조

에 부하휴즈/차단기(차단장치)가 필요하다. IEEE Standard 242, "IEEE

Recommended Practices for Protection and Coordination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에 적절한 보호협조를 위한 상세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보호협조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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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회로손상에 대한 시간-과전압 정지특성을 갖는 차단장치(차단기나 또는 

퓨즈)의 연계회로는 차단장치가 공통전력의 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 전단 차단

장치 정지 전에 손상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원은 정지부하의 기능 상실없이 적절한 보호협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필요한 손상전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이 충족되면, 특정 차단장치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차단장치의 설계는 관련 UL, ANSI 또는 NEMA 등의 기술기준에 따라 과전

류방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시험되어야 한다.

- 중저 전압 변압기(480V 이상)에 대하여, 회로차단기/보호계전기의 주기시험을 통

하여 전체적인 보호협조체계가 설계기준에 명시된 범위 안에 포함됨을 입증하여

야 한다. 이 시험은 연속적인 중복시험으로 수행할 수 있다.

- 몰딩된 회로차단기는 주기적으로 수동작동되고 검사되어야 한다. 차단기의 전자특

성변화가 설계기준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연료재장전기간에 이들 차단기

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차단기는 적절한 품질관리 시험방법에 따라 시

험되어야 한다.

- 차단장치로 사용되는 퓨즈는 그들의 안정성, 균일한 특성 및 높은 신뢰도 때문에 

주기적인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 적절한 보호협조 기능이 없는 등급의 퓨즈가 우

발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3.2 오동작회로 

다음 기준에서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오동작 가능성이 경감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화재 발생 전에 방화지역에서 설비 및 기기를 격리시킬 방법(예를 들면, 전원 

제거 및 회로차단기 개방)

- 오동작을 방지하는 전기적인 격리. 차단기, 퓨즈, 증폭기, 조절스위치, 변류기,

광학결합기, 계전기, 변환기와 같은 잠재적인 격리기구

- 오동작을 감지하고 설비의 오동작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서 개발 방법 (예를 

들면, PORV가 오동작하면, 안전주입의 오동작을 제거할 차단기를 열면서 격

리밸브를 닫음).

5.4.3.3 공동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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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전파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와 전기적인 보호장치(차단기, 퓨즈, 유사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5.4.4 주제어실 화재 

주제어실 방화지역은 근거리에 다중정지계통의 제어장치와 계측기들이 설치되어 있

다(일반적으로 몇 인치 격리되어 있다). 주제어실의 대체/전용 정지성능과 요구되는 

회로는 주제어실 방화지역의 케이블, 계통, 기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주제어실로부터 대피를 유발하는 화재로 인한 주제어실의 손상은 예상할 수 없다.

주제어실 외부에서 안전상태가 유지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한계분석(bounding

analysis)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가정조건을 고려한다.

- 제어실에서 원자로를 정지한다.

- 소외전원이 상실되고 소내 교류 발전기의 자동기동과 주제어실 화재로 제어회로

가 영향을 받는 밸브 및 펌프의 자동기능이 상실된다.

밸브 배열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원자로냉각재가 상실될 수 있는 복구불가능한 상

태가 되기 이전에 보수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주제어실 외부에서 지정된 펌프에 

교류전원을 복구하여 안전정지상태를 수동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분석을 통하여 입

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어실에서 대피하기 전에 믿을만한 수동조치는 원자로정지뿐이다. 주

제어실에서 대피 이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기

능은 규제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추가로, 그러한 조치가 가상화재

로부터 비롯되는 오동작신호에 의하여 상실되지 않음이 보증되어야 한다.

화재 후 주제어실로의 복귀는 규제입장 5.5.2에 기술되어 있는 절차서와 상태에 따

라야 한다.

주제어실로 복귀한 후에, 원자로 운전원은 제어실의 상태에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일부 지역(화재가 발생한 제어반)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 다

른 지역(제어반)의 연기 및 소화약제에 의한 피해는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제어

반의 운전 이전에 시정조치는 취해질 수 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제어반)에서

는 필요한 대로 운전되고 제어실내의 보수는 상온정지에 이르기 전에 수행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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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화재 후 안전정지절차 

안전정지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는 안전정지분석의 결론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의 이행은 발전소 안전기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안전정지분석을 통하여 

확인되고 화재 후 절차에 반영된 안전정지에 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시간 종속적인 

운전은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5.5.1 안전정지 절차서

화재 후 안전정지 운전절차는 대체 혹은 전용정지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전개

되어야 한다. 발전소의 다른 지역에 대하여 발전소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정상운전

절차나 비상운전절차 혹은 비정상운전절차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5.5.2 대체/전용 정지절차서 

소외전원이 이용 가능한 지역 및 72시간 동안 소외전원 이용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대체/전용 정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들 절차는 오동작과 고임피던스 누전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안전정지에 효과적인 

경우 그러한 조치사항들은 기술되어야 한다.

제어실로의 복귀에 관한 절차는 다음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화재가 진화되었고 화재방호요원이 화재진화를 확인한다.

- 제어실은 화재방호요원과 교대조 부장에 의하여 거주성이 확인된다.

- 피해는 평가되고, 필요하면, 필요한 안전성, 제어, 정보계통의 기능을 보장하도

록 보수조치가 이행되고 교대조 부장이 제어실의 복귀를 허용한다.

- 대체/전용 정지 반에서 제어실로 운전이 순서대로 이관됨을 확인하는 전환절

차가 완료되었다.

5.5.3 보수절차서 

상온정지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수절차서가 수립되어야 한다. 대체

정지에 대하여는, 상온정지를 72시간 내에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수절차

서가 유효하여야 한다.

보수절차의 이행은 고온정지를 유지하는 계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5.6 정지/저출력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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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지 요건과 목표는 정상 출력운전기간에 발생하는 화재 시 정지조건을 달성하

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지운전 (유지보수 또는 재장전 기간) 기간에 화재위험

은 작업으로 인하여 상당히 증가한다. 또한 안전에 중요한 다중계통들은 운영기술

지침서와 발전소 절차서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운전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재방호계획은 정지운전기간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조건하에서 화재방호계통 설비 

및 절차가 안전기능 (반응도 제어, 붕괴열 제거 및 사용 후 연료저장조 냉각)에 영

향을 주거나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야기하는 화재사건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한다.

6.안전에 중요한 지역에 대한 화재방호

발전소의 일부 지역에는 화재방호 및 안전정지와 관련하여 고유한 위험이나 설계현

안이 상존하고 있다. 발전소 지역에 관련되는 지침은 이 장에서 제시된다.

6.1 전력생산에 관련된 지역

6.1.1 원자로격납건물

원자로격납건물지역의 화재방호는 화재위험도분석에서 확인된 위험에 대비해야 한

다.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원자로건물 화재위험물질에는 윤활유, 유압유, 케이블,

전기관통부, 전기케비넷, 활성탄이 포함된다. 정비나 연료재장전 기간에는 오염 관

리 및 제염 물질, 비계, 플라스틱 덮게, 나무판자, 화학물질, 고온작업과 같은 추가

적인 위험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원자로건물의 건전성이 유지

되고 규제입장 5.1의 안전정지 수행목적이 만족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화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원자로격납건물 내의 가상화재의 영향이 화

재위험도분석을 통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오일 수집에 대한 규

제입장은 7.1에 제시되어 있다.

6.1.1.1 원자로격납건물의 전기적 격리 

2차 원자로격납건물에서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케이블화재위험은 규제입장 

4.1.3.3항에 따라 방호되어야 한다.

원자로격납건물 내에서는 규제입장 5.5항의 요건중 하나 또는 다음 중 하나를 만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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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 성공경로의 비안전 연계회로, 기기 및 케이블을 서로 수평거리로 6.1m

이상 이격하고 중간에 가연물이나 화재위험이 없어야 한다.

- 해당 화재구역에 화재감지기와 자동화재 진압설비를 설치하거나

- 다중 성공경로의 비안전 연계회로, 기기 및 케이블을 서로 최소 30분의 내화

등급을 갖는 불연성 복사열 차폐체로 격리한다. 복사열 차폐체의 내화성능은 

시험이나 분석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6.1.1.2 원자로건물 화재진압 

화재진압설비는 화재위험도분석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운전 

중에는 원자로건물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고정식 자동소화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정상운전 중 불활성가스가 충전된 원자로건물에는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지만 연료재장전이나 정비 중에 방호하기 위하여 옥내소화전, 호스함, 이동용 소

화기와 같은 수동화재진압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

원자로격납건물 내부에는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야 한다. 발전소 설계상 환형 소화

수배관이 원자로건물 내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원자로건물 내부의 옥내소화

전은 환형 소화수배관외에 충분한 수량과 압력의 신뢰성이 높은 소화수배관과 연결

하도록 한다.

옥내소화전의 원자로건물 관통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건물 등)의 격리요건을 만족하고 내진 1등급과 품질그룹 B로 설계되어야 한

다.

화재방호계통 운전이 원자로격납건물의 건전성이나 안전에 중요한 계통을 손상시키

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건물내의 화재방호 활동은 환기, 오염된 액체/기체 방출과 

같은 전체적인 원자로건물 요건과 부합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초동소방대 및 복구반원을 위하여 원자로격납건물 입구 근처에는 적당한 자급식 호

흡장비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 장비는 발전소 일반용 호흡기나 공기 공급설비와 독

립적이어야 하며 비상장비용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활성인 

원자로격납건물에 대하여 자급식 호흡장비는 유지보수 기간과 같이 원자로격납건물

이 활성인 경우에만 원자로건물 출입구 주변에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6.1.1.3 원자로격납건물 화재 감지 

화재감지설비는 제어실에 경보 및 통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로격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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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화재감지설비는 각종 화재위험에 알맞게 설치되고 화재감지기의 형태와 위치

는 화재위험도분석을 통해 특정 화재위험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인 화재감지설비는 위에서 언급한 위험감지의 보조용으로 원자로격납건물 내

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방사선 환경에 적합한 연기 또는 열감지기가 

공기순환계통의 필터 전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6.1.2 제어실 구역

제어실 구역(통로, 사무실 공간)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화재손상으로부터 보호

되고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바닥, 벽, 지붕으로 다른 화재구역으로부

터 격리되어야 한다. 제어실 구역의 주변에 있는 격실은 자동진압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1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갖는 불연성구조물로 제어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

다. 제어실과 주변 격실사이의 환기계통 개구부에는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동작 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화 댐퍼가 있어야 한다. 가스계 화재진압설비가 사용되는 경

우 이 댐퍼는 가스방출로 인한 압력상승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제어실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전역방출설비는 제어실 지역에는 부

적합하다.

제어실 근무자용 호흡장비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어실로 들어오는 모든 케이블은 중앙제어실에서 종료되어야 하며 제어실을 통과

하여 다른 지역에 배선되지 않아야 한다. 바닥 하부 및 천장 상부에 있는 케이블도 

화재방호 격리요건을 따라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기기는 받침대 위에 설치되거나 제어실은 기기가 물에 침수되지 않

도록 물막이턱과 배수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한 배수설비는 제어실 격리가 

필요한 비상사태 시 제어실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제어실에는 카펫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카펫이 깔려 있는 경우(소음감쇄나 다른 

인간공학적 측면)에는 재료의 인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STM D2859(섬유바닥재

료의 인화성 표준시험방법)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이 재료의 특성은 

화재위험도분석에 반영되어야 한다.

6.1.2.1 제어실 화재 진압 

다음 두 지역에 수동화재 진압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 케비넷, 콘솔 또는 연결된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화재



부록9.5.1-1 개정 4 - 2014. 12- 83 -

- 일반지역에 있는 가연물의 노출화재 

제어실에는 A 및 C급의 이동식 소화기가 배치되어야 하며 제어실 내부나 근접한 

지역에 소화전함이 설치되어야 한다.

제어실의 기기 및 화재위험에 적합한 노즐이 소화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노즐은 실

제 화재진압에 적절하고, 전기적인 안전성을 만족하며, 호스의 수류는 전기 설비에 

가해지는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 하부 또는 천장 공간에 있는 완전히 밀폐된 전선함의 단면적이 0.09 m2 (1 ft2)

를 초과하면 내부에 자동화재진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케이블이 10 cm

(4-inch)이하인 철제 전선함에 들어있지 않거나 케이블의 내부가 자동화재진압설비

로 보호되는 완전히 밀폐된 전선함에 들어있지 않다면, 바닥하부 또는 천장의 케이

블을 위하여 자동 화재진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1.2.2 제어실 화재 감지 

제어실, 케비넷 및 콘솔에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중 안전정지기기가 

동일한 케비넷이나 콘솔 내에 있다면 추가적인 화재방호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경보 및 지역 표시기가 제어실에 마련되어야 한다.

제어실 환기계통을 위한 외부 공기흡입구에는 제어실 환기계통을 수동 격리시킬 수 

있고 연기가 제어실로 유입될 수 없도록 제어실에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기감지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6.1.2.3 제어실 환기 

정상적인 배기계통을 통해 제어실 화재로 인한 연기를 배출하는 것은 허용되나, 정

상배기 계통의 재순환 부분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어실에는 운전

원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배기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바닥 또는 천장공간에는 공기취급계통의 닥트가 케이블과 격리되어 설치되어야 하

며, 케이블이 바닥하부 또는 천장공간에 포설되어 있는 경우 이 공간은 제어실의 

환기를 위한 공기통로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6.1.3 케이블 포설실 

다중 안전계열은 서로 격리되어 있는 케이블 포설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케이블 포

설실은 타 발전소와 공용지역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 포설실은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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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지역과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

다. 이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 혹은 전용 정지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케이블 포설실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소방대의 출입을 위한 멀리 떨어진 독립된 최소 2개의 출입구 

- 트레이 스택 사이는 폭 0.9 m, 높이 2.4 m의 통로로 이격 

- 포설실 바로 바깥에 소화전과 소화기 배치 

- 지역 화재감지설비 

다중계열 케이블 간에 3시간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RG 1.75 "Physical

Independence of Electric Systems"의 이격기준을 만족하고 케이블에 내화도료를 도

포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실의 일차적인 진압설비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개방형 델루지 및 개방

형 물 분무 같은 자동소화수설비이어야 한다. 개방형 델루지 물분무소화설비는 원

격제어실에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부적절한 동작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나 분사노즐의 위치는 케이블설비에 위험을 줄 수 있

는 지역에 소화수분사가 적절하도록 케이블트레이의 배열과 가능한 임시가연성물질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화재진압설비의 동작 시 분사되는 소화수

에 의해 전기적인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방형 델루지 물 분무설비는 구획화되어 단일고장으로 자동화재진압성능이 미치는 

전체 구역이 마비되지 않아야 한다.

포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나 델루지 소화설비로 분사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물분무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전/소화기가 격실 바로 바깥에 설치되어 있어 

보완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대체용 가스소화설비(할론, 청정소화약제, 이산화탄소)는 

일차 화재진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언급한 접근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소화수를 제거하기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계 소화설비가 사용될 

경우에는 배수구는 적절히 밀봉되거나 배수구를 통한 가스 손실을 보충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해당 화재지역에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신호가 발생하면 각 케이블 포설실의 환기설

비가 그 지역을 격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케이블 포설실 외부에서 수동으로 작

동되는 개별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6.1.4 발전소 전산실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있는 전산실은 제어실구역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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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 위치할 경우에도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

고 자동화재감지설비와 고정식 자동진압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제어실의 복합기

능을 수행하지만 제어실에 위치하지 않은 전산장비들은 6.1.2항의 제어실 구역요건

에 따라 격리되고 방호되어야 한다. 제어실에 있는 전산 케비넷은 제어실의 다른 

설비나 케이블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제어실 구역 외부에 있는 비안

전 관련 전산장비들은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안전에 중

요한 지역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화재와 연기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는 수동 

소화전함과 이동식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NFPA 75, "Standard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에 추가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

다.

디지털 제어계통 서버를 설치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중 서버들을 격리하기 위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

방벽을 사용해야 하지만, 화재위험도분석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제어실 구역 외부

에 위치한 비안전 관련 서버들은 안전에 중요한 지역과 내화방벽으로 발전소의 다

른 지역과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에 중요한 서버들도 감지 및 진압계통으로 보

호할 필요가 없다.

6.1.5 차단기실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는 차단기실은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

화방벽으로 발전소의 다른 지역과 격리되어야 하며, 다중의 차단기 안전계열은 서

로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자동화재감지기

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나타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단기실을 통과하거나 기능을 하지 않는 케이블이 차단

기실로 들어가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차단기실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서는 안된다. 기타 안전 사항에 부합되도록 자동화재진압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소화전함과 이동식 소화기가 근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고압전기설비(차단기와 변압기)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기기 및 계통에 손상

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전기적 결함에 대한 잠재성이 있으므로 화재위험도분석에서 

이러한 형태의 손상에 대한 잠재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기는 수동화재진압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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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수동 화재진압이 필요할 경

우(4.1.5항) 제연이 가능하도록 원격수동배기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6.1.6 대체/전용 정지제어반

대체/전용 정지제어반은 제어실지역과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

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화재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안전정

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체/전용 제어반은 제어실 지역과 전기적으로 격

리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대체/전용 정지제어반을 포함하는 일반지역에

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를 울리는 자동화재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운전에 필수적인 가연성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관리해야 

한다. 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가 일반지역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

다.

대체/전용 정지제어반이 있는 지역에 대한 거주성은 화재 및 화재 이후 조건에서

도 확보되어야만 한다. 거주성은 가스계소화설비가 대체/전용 정지제어반 또는 인

접한 지역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한다.

6.1.7 축전지실

안전에 중요한 축전지실은 화재 및 폭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축전지실은 발전

소 기타 지역 및 계열 상호간에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모든 

관통부 및 개구부 포함)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직류 차단기 및 역변환기(inverter)는 

이 축전지실에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 자동화재감지기는 제어실에도 경보와 지시를 

발생하고 현장에도 경보를 울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축전지실의 환기계통은 수소 

농도를 2%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환기기능이 상실되면 제어실에 경보가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가 근접한 지역에 설치되어 쉽

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6.1.8 디젤발전기실 

안전에 중요한 디젤발전기는 발전소 기타 구역 및 계열 상호간에 최소 3시간 이상

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디젤발전기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에 중요한 장비나 회로를 포함하는 발전소 지역과 최소 3 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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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발전기 또는 윤활유 화재를 진압 또는 제어하기 위하여 자동화재진압설비가 설

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디젤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운전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자동화재감지설비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옥내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가 근접한 지역에 설치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화수 배수설비 및 수동 제연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

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안전에 중요한 디젤발전기가 설치된 방화지역에 

최대 4164 ℓ용량의 일일 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 일일저장 탱크는 방화문과 관통부를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격실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격실은 일일탱크의 총량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화재진압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일일탱크는 총 용량의 110%를 수용할 수 있는 디젤발전기실 내부의 방유제에 

위치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6.1.9 펌프실

안전에 중요한 다중 계열 펌프 및 펌프실은 계열 상호간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 최

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화재위험도분석

을 통하여 화재가 안전정지에 필요한 다른 기기를 손상시키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

는 한 펌프실에는 자동화재감지 및 자동화재진압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화재감지

설비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되어야 한

다. 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가 사용이 용이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기기받침대, 물막이턱, 배수설비가 설치되

어야 한다 (규제입장 4.1.5항 참조).

수동화재진압에 필요할 경우, 재연이 용이하도록 배기설비의 수동제어가 가능하여

야 한다(규제입장 4.1.4항 참조).

6.2 기타지역

다량의 방사성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지역, 용수원을 저장하거나 안전에 중요한 계

통이 설치되어 있는 야외지역과 같은 발전소의 기타 지역은 화재방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장비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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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신연료지역

이동식 소화기가 이러한 지역 주변에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 외부에는 

소화전이 근접한 지역에 설치되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화재감지기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신연

료지역에는 가연성물질을 최소가 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저장지역에는 물이 고이

지 않도록 배수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연료 저장지역에는 물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계통이 설치되어야 한다.

신연료의 저장 배열은 소화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소화수 임계밀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6.2.2 사용 후지역 

사용 후 연료지역에는 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가 배치되어야 한다. 자동화재감지기

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2.3 방사성폐기물 건물, 저장 및 제염구역

방사선폐기물 건물과 저장지역 및 제염지역은 계열 상호간 및 기타 지역으로부터 

최소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가연성물질이 

있는 모든 지역은 자동소화설비나 또는 대안으로 소화전과 이동식 소화기(위험에 

따른 충분한 용량의 차륜형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동화재감지기는 제어실에 

경보와 지시를 보내고 현장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 지역의 환기

계통은 외부환경이나 타 지역에 방사성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화재진압에 사용한 소화수는 액체 방사선 폐기물 수집계통으로 배수되어야 

한다.

사용한 이온교환레진, 활성탄필터, HEPA 필터와 같은 방사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은 점화원이나 가연성물질이 없는 지역의 밀폐된 금속탱크나 저장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질은 인접지역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방호되어야 한다. 함유된 

방사성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 제거에 대한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6.2.4 독립된 사용 후 저장구역

건식저장 및 독립된 사용 후 저장시설에 대한 화재방호는 10 CFR 72, “사용 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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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별도 저장에 대한 허가요건”의 요건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시설에서의 화재발생 및 화재이후에도 허용되지 않은 잠재적인 방사성물질 누출 및 

잠재적인 화재위험에 적합하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10 CFR 72의 요건에 추가하여,

독립된 사용 후 저장조 설치에 대한 화재방호는 설치작업에 따른 화재가 발전소 운

전이나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6.2.5 용수탱크

안전정지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저장탱크는 화재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가연성물질은 옥외탱크 인근에는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7. 특별화재위험에 노출되는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 대한 방호

7.1 원자로냉각재펌프 오일수집

정상운전중 원자로격납건물이 활성적인 경우 원자로냉각재펌프에는 오일수집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오일수집설비는 정상운전중이나 설계기준사고 시에도 오일수집설

비의 손상이 화재를 유발하지 않고 계통이 안전정지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오일수집설비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윤활유계통의 모든 가압 및 비가압부위의 누출유

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누출된 윤활유는 배기구가 있는 밀폐용기로 수집, 저장

되어야 하며 용량은 윤활유계통의 모든 오일량을 수집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오일 발화점의 특성으로 인해 화염의 역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용기 배기구에 화

염차단기(flame arres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누출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원자로냉각

재펌프의 승압펌프 및 배관, 과잉유로관(overflow line), 윤활유냉각기, 윤활유 보충

/배유관 및 마개, 오일배관의 플렌지 연결부위 및 오일저장조 등이며 이러한 부위

가 방호되어야 한다. 배유관은 최대 오일누출량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

다.

모든 원자로냉각재펌프에서 저장조로 배유되는 윤활유의 총량을 모으기 위하여 충

분한 용량의 1개 이상의 저장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대체방안이 허용될 수 있다.

- 원자로냉각재펌프 한 대의 윤활유의 총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1

개 이상의 오일 저장조가 설치된다. 단, 오일 저장조는 흘러 넘친 유량이 윤활

유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는 지역이나 윤활유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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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주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어야 한다.

- 분석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 윤활유 계통이 안전정지지진에 견딜 수 있음

을 보이는 경우(지진으로 인하여 윤할유계통의 전체적인 파손 가능성은 고려

하지 않는다), 윤활유 계통의 기계식 연결부(예: 플렌지, RTD연결부, 사이트글

라스)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누출에 대한 방호조치가 이루진다. 그러한 설계

에는 방호의 대체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윤활유 

수집계통에서, 하나의 원자로냉각재펌프 윤활유의 총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의 1개 이상의 오일 저장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원자로냉각재펌

프 한 대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국부누출만 보호하여야 하므로, 오일저장조의 

흘러넘친 유량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펌프 케이싱 내에 윤활유가 완전히 담겨있는 펌프에 대하여는, 심각한 오일 

누출 가능성이 없다면 오일수집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7.2 터빈/발전기 건물 

터빈건물은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수용하고 있는 인접건물과 3시간 이상의 내화등

급을 가진 내화방벽으로 격리하여야 한다. 터빈건물이 완전히 붕괴하는 경우에도 

내화방벽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내화방벽의 개구부 및 

관통부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터빈오일계통이나 발전기 수소냉각계통이 내화방벽에 

직접적인 화재위험을 주는 지역에는 이러한 개구부 및 관통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화재심각도 관점에서 내화방벽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층방어측면에

서 추가적인 방호가 필요할 수 있으며, 터빈건물 화재가 운전원이 조작하고 안전하

게 정지하는 능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7.2.1 오일계통

터빈건물은 윤활유 배관 및 저장조, 밀봉유, 유압유와 같은 다량의 가연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계통은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내화방벽을 이용

하여 안전에 중요한 기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내화방벽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

에 설치되거나 위험성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방호가 필요하다(규제입장 2.1.3항 참

조).



부록9.5.1-1 개정 4 - 2014. 12- 91 -

7.2.2 수소계통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위하여 수소를 사용한다. 수소저장 및 분배계통은 규제입장 

7.5항에 제시된 지침을 만족시켜야 한다.

7.2.3 제연 

가연성 액체 및 케이블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심각한 연기를 제거하기 위한 제연설

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규제입장 4.1.4항을 따른다.

7.3 발전소 변압기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있는 방화지역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는 건식이거나 

밀폐되어야 하고 비가연성 액체로 냉각되어야 한다. 실내에 설치된 가연성 액체로 

채워져 있는 변압기는 별도의 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에 추가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실외에 설치된 오일로 채워진 변압기는 오일누출 제한수단 또는 건물로부터 이격되

어 있는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변압기는 건물로부터 최소 15.2 m (50

ft)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오일 충전 변압기로부터 15.2 m (50 ft) 이내에 있는 

건물벽은 개구부가 없어야 하고 3시간 이상의 내화등급을 가져야 한다.

7.4 디젤연료저장지역 

용량이 4164ℓ보다 큰 디젤 연료유 탱크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는 건물 내

에 위치하여서는 안된다. 지상 탱크인 경우에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는 건

물로부터 15.2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거나, 15.2 m 이내에 설치된 경우 3시간 이

상의 내화등급을 가진 구조물을 갖는 별도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누출된 오일은 

수집되어야 하며,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포함하는 건물로부터 격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 지하 또는 외부에 완전 매설된 탱크는 허용된다.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 참조).

별도 건물에 설치된 탱크를 포함하여, 지상에 있는 오일탱크는 자동 화재진압설비

로 보호되어야 한다.

7.5 인화성 가스 저장 및 분배 

대형 가스저장설비(압축 또는 극저온)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있는 구조물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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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소와 같은 인화성 가스저장설비는 폭발이나 화

재가 안전에 중요한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건물 외부나 별도로 떨어진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저장용기가 폭발할 경우에도 건물벽을 관통하지 않도록 용기의 장축이 건

물벽과 평행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세틸렌-산소 가스용기의 저장장

소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나 그 기기를 방호하는 화재방호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

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에 중요한 지역에서 아세틸렌-산소 가스용기를 사

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NFPA 55, “Standard for the Storage, Use,

and Handling of Compressed Gases and Cryogenic Fluids in Portable and

Stationary Containers, Cylinders, and Tanks”에 추가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수소공급설비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지역의 수소 배관은 내진 1등급으로 설계

- 배관이 직접 외부로 배기되도록 배관을 슬리빙(2중배관)

- 오리피스나 유량조절밸브를 사용하여 배관이 파손되더라도 해당지역에 저장시

설로부터 최대흐름량을 제한하여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수소농도가 2% 이하

로 유지

내부에 수소의 과다한 양의 축적과 부적절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회안전설비

인 과잉흐름밸브와 계기에 대하여 사용전 시험과 후속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소 비경제적인 방법으로는 격리된 공급원을 사용하여 간헐적으로 보충할 수 있

다. EPRI NP-5283-SR-A, “Guidelines for Permanent BWR Hydrogen Water

Chemistry Installations”에는 인화성 초저온 및 압축가스계통에 대한 설계, 설치 및 

운전에 대한 추가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8. 신규원전 화재방호

신규 원전에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정지 성능의 방호와 방사성물질 누

출 방지를 포함하는 화재방호요건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신규 원전에

서는 대체 혹은 전용의 정지계통의 사용을 최소화 혹은 제거해야 하며, 제어실과 

같이 다중의 안전계통에 필요한 방호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러한 계통에 의

존해야 한다. 또한 운전원 수동조치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고, 국부적으로 전선관 내

화방벽의 사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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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강화된 화재방호 허용기준

신규 원전의 설계는 안전정지가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도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 어느 한 방화지역에서의 모든 장비가 화재로 운전 불가능

- 보수를 위한 재진입과 운전원 조치가 불가능

제어실과 물리적, 전기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대체정지성능이 원전의 설계에 포함되

어 있는 경우 제어실은 상기 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어실은 화재가 안전정지

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신규 원전에서는 원자로건물 내부에 위치한 다중의 안전정지계통을 화재로부

터 방호해야 한다. 하나의 다중 안전정지계열이 화재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음을 

실질적인 범위까지 보장한다. 또한 신규 원전에서는 연기, 고온가스 및 화재진압재

들이 운전원 조치를 포함해서 안전정지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다른 

방화지역으로 이동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8.2 적용 가능한 산업기술기준

일반적으로 신규 원전의 화재방호 설비는 화재발생시 화재 후 안전정지성능과 방사

성물질 누출 완화와 관련하여 NFPA 804, "Standards for Fire Protection for

Advanced Light-Water Reactor Electric Generating Plants"에 규정된 조항을 만족

시켜야 한다. 다만 NFPA 804의 일부 조항은 규제요건과 상충되는 경우 발생시 교

육과학기술부 고시, 규제기준 및 지침이 우선한다.

8.3 정지 저출력 운전 화재방호

규제입장 2, “화재예방에 대한 지침은 정지상태를 포함한 발전소의 모든 운전기간

에 적용된다. 신규 원전 허가 신청 시 정지 저출력 운전기간에 안전정지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9. 계속운전시 화재방호

초기 허가된 운전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운전을 신청 시 화재방호 허가 및 설계근거

는 화재방호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의 노화관리계획(AMP: Aging Management

Program)이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 계속운전 이전과 큰 차이점은 없다. 계속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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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속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와 피동기기(기능수행 시 부속품이 동작하지 않는 

기기)와 수명이 긴 기기(검증된 수명 또는 주기적인 교체로 교체대상이 아닌 기기)

들의 노화관리검토(AMR: Aging Management Review)를 수행해야 한다. 피동기기

와 수명이 긴 기기에는 내화방벽 집합체(천장, 댐퍼 하우징, 방화문, 바닥, 관통부),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진압설비 배관 및 밸브 케이싱, 화재방호탱크와 펌프케이싱,

소화전함 등이 포함된다. 능동기기는 기능 수행 시 부속품이 동작하거나, 배열 및 

변수들이 변화하는 기기로 정의되며, AMR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기는 연기 

및 열감지기가 이에 속한다.

소모성인 피동기기도 AMR 대상이 아니며, 계통 필터, 소화기, 소방호스 및 Air

pack(계속운전에 한함)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계속운전 허가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려하고 기기의 검증된 수명과 발전소 성능 감시활동을 근거로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립되어 있는 한 AMR에는 이러한 기

기들을 규정된 발전소 성능감시활동을 근거로 제외할 수 있다.

- 교체를 조건으로 기기의 형태를 확인하고 목록화

- NFPA와 같은 적절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적절한 감시 및 교체계획을 확인

계속운전 허가 범위에 포함되고 AMR 대상인 모든 기기에 대하여 사업자는 노화가 

의도한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운전 기간 동안 적절하게 관리됨을 입증해야 한

다. 예를 들면, 화재진압 배관 또는 소방펌프 케이싱은 압력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압력경계에 미치는 노화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에는 기존의 

발전소 계획, 수정된(또는 강화된) 계획, 또는 노화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하게 개발

된 신규 계획 등이 있다. 개선되거나 신규 계획의 개발은 (1) 관리가 필요한 노화영

향과 (2) 연장된 기간 동안 노화를 관리하는 현재 계획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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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선관로 내화방벽의 시험 및 인증

1. 동일 방화지역내 안전정지기능을 격리하기 위한 전선관로와 기기의 내화방벽에 대한 내화시

험 허용기준

관로 또는 기기에 직접 적용되는 내화방벽에 대한 내화인증시험시 다음과 같은 조

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관로 또는 기기의 외부표면에서 측정된 내화방벽의 화염반대면의 평균온도가 

최초온도보다 139℃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NFPA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과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서는 열전대 온도 측정값들을 

평균하여 결정된 온도를 허용하고 있다. 관로 내화방벽의 온도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비슷한 배열의 열전대들(즉, 케이블 트레이 사이드 레일)이 함께 평균되어

졌다면, 이러한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는 열전대 평균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단일 열전대에 의해 측정된 온도는 최대허용온도의 30% (139 ℃ 
+ 42 ℃ = 18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케이블 또는 기기들이 내화방벽시험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화재시험 중 노출

되지 않은 쪽 온도상승과 상관없이 육안검사를 수행해야 한다2). 케이블에 화재

에 의한 열적 열화징후3)들이 없어야 한다.

열적 열화상태의 징후가 있는 경우 내화방벽은 의도한 내화기능을 수행하지 못

한 것이다. 의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내화방벽에 대하여, 열적 열화된 케

이블 또는 기기의 기능이 유지됨과 케이블 혹은 기기가 화재 중 혹은 화재 후

에 의도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함을 입증하는 공학적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화재 후 혹은 화재 중에 케이블의 기능을 증명하는 방법론이 본 부록에 수록되

어 있다. 기능성 시험의 목적은 관측된 내화방벽 성능과의 편차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은 내화방벽 시험체에 대하여, 내부 내화방벽 온

2) 온도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손상이 발생된 경우 화재시험시 주어진 온도에서 기기의 운전성과 기능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화재시험체에 포함된 특정 기기나 케이블의 육안검사 기준에 허용될 수 있는 내화시험
은 특정한 평가 없이 다른 기기나 케이블에 적용될 수 없다.

3) 케이블의 열적열화로는 피복재(jacket) 부풀음, 갈라지거나 쪼개거나 터짐, 용융 또는 변색과 차폐기능 상
실 및 도선절연체 노출, 열화 또는 변색 그리고 구리도선이 노출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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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건이 허용된 것 보다 높음을 정당화하는 공학적 분석은 내화시험 중에 측

정된 내화방벽 내부온도를 환경 인증 시험(EQ)과 같은 기존의 특정 케이블 성

능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다. 케이블 트레이, 관로, 또는 기기의 내화방벽은 화재노출 및 호스류 시험 중에 

케이블 트레이, 관로, 또는 기기가 보이는 어떠한 틈새의 형성 없이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이 부록에서 허용된 호스류 시험 방법을 참조)

시험체는 재질, 작업절차 또는 크기와 같은 상세사항 등에 요구되는 화재등급을 위

한 건축물을 대표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조건하에서 건축되어야 한다. 내화시험 인증

을 해야 하는 관로 내화방벽은 최종적인 사용 상태를 대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사업

자가 발전소 내에 트레이 지지대를 보호하지 않고 케이블 트레이 내화방벽을 설치할 

의도가 있는 경우 시험계획에 이들 현장조건을 반영해야한다. 추가로, 화재시험계획은 

관로의 크기 및 다양한 내화방벽의 구조를 완전히 수용해야 한다. 다수의 시험체들이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배전함, Pull box 및 비슷한 배열에 대한 다양한 크기의 수평 

및 수직의 시험을 위해 필요하다.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트레이 혹은 관로는 

발전소 현장조건을 대표하는 구조 및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즉, 전형적인 강철 전선

관 및 케이블 트레이와 관련된 물량, 대표적인 내·외부 관통부 밀봉재). 케이블이 관로 

내화방벽 시험체에 포함된 경우 이들 케이블은 발전소에 설치된 케이블을 대표해야 

한다.

화재시험 중 케이블의 어느 한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 온도 상태를 결정하

기 위하여 케이블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내화방벽 시험체의 노출되지 

않은 면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대신에 관로(즉, 전선관 외부, 케이블 트레이 측면 레

일, 케이블 트레이 표면의 상부 및 하부, 배전함의 외부표면)의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화재시험체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관로 기기들이 발전소별 기기 및 배열을 대

표하고 있는 경우 한하여 허용가능한 방법이다. 관로의 금속 표면은 화재시험조건 하

에서 좋은 열전도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표면 위에서 측정된 온도는 내화방벽 

내에서 실제 온도상승의 지표를 제공한다.

1979년도에 ANI(American Nuclear Insurers)에서 보험목적으로 관로 내화방벽 계

통에 대한 내화시험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케이블 온도를 열전대에 의해 감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 피복재는 열전도도가 낮으므로 화재에 노출된 동안에 

방벽 손상과 내화방벽 내부 온도 상승조건에 대한 케이블 피복재 지표인 실제 국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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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케이블 온도 감시를 통하여 내화시험 동안 낮은 내화방벽 내부 

온도조건에 대한 지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온도 감시 방법을 통하여 케이블에서 

과도한 온도에 노출되지 않고 케이블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회로 건전성을 

상실시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케이블 온도 감시는 케이

블 트레이 또는 관로 내화방벽 성능의 비보수성을 결정하는 주된 방법으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내화시험 후에 케이블 육안검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관로의 외부표면에서 감시되는 온도는 내화방벽성능에 대한 더욱 대표성 있

는 지표를 제공한다.

관로 내화방벽의 내화시험은 관로에 케이블을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수행될 수 있다.

시험체에서 케이블을 제외시키는 것은 케이블의 열량으로 인한 시험결과에 대한 편견

을 제거할 수 있어 선호하는 방법이다. 케이블의 열량을 고려하지 않고 내화시험 동안 

시험체의 열전대에 의해 측정된 내부온도상태는 내화방벽의 열적 성능에 대한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지침을 다음 장에 제공하였다.

1.1 열전대 위치-케이블을 포함한 시험체

화재시험 동안에 케이블이 있는 관로 또는 케이블 트레이 내화방벽의 열적 성능을 

결정하기 위해 허용된 열전대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Conduit)--전선관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상

승은 전선관 외부표면에 152 mm 간격으로 열전대를 내화방벽 하부에 설치하

여 측정되어야 한다. 열전대는 화로에 가장 가까운 곳과 시험갑판의 반대편에 

위치한 전선관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열전대는 모든 구조 부재, 지지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 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상승은 내화방벽과 케이블 트레이 측면 레일 사이의 트레이 측면 

레일 외부표면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측면 레일에 열전

대를 위치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두 개의 가닥으로 꼰 AWG 8 피복되지 않은 

구리 도체에 열전대가 부착되어야 한다. 첫 번째 구리 도체는 전체 길이에 대

하여 케이블 트레이 가로대와 세로축 방향 중앙에 설치되어야 한다. 두 번째 

도체는 케이블들의 상부 표면을 따라 내화방벽 중앙을 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

다. 열전대는 152 mm 간격으로 케이블 트레이 측면 레일을 따라 혹은 피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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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구리 도체를 따라 세로축 방향 중앙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열전대는 

모든 구조 부재, 지지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한다.

다. 배전함(Junction box)--배전함 위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상승은 내부 배전함 표면 또는 외부 배전함 표면 위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각 배전함 표면에는 기하학적 중앙에 최소 1개의 열전대를 

부착하여야 한다. 추가로, 0.09 ㎡ 배전함 표면 면적당 한 개의 열전대가 기하

학적 중앙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적어도 한 개의 열전대는 각 관통 연결부

의 25m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라. 에어드랍(Airdrops)--내부 에어드랍 온도는 에어드랍 내에 배선된 케이블 위에 

305mm 간격으로 부착된 열전대를 사용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구리도체에 따

라 152mm 간격으로 부착된 열전대가 있는 에어드랍계통의 길이를 따라 내부

에 설치된 가닥으로 꼰 AWG 8 피복되지 않은 구리 도체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구리 도체는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또

한, 열전대는 모든 지지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한다.

1.2 열전대 위치-케이블이 없는 시험체

케이블이 없는 관로 또는 케이블 트레이 내화방벽의 열적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허

용 가능한 열전대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Conduit)--전선관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상

승은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과 전선관 사이에 있는 전선관 외부표면에 

152 mm 간격으로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열전대는 화로에 가장 

가까운 곳과 시험판의 반대편에 위치한 전선관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내부 관

로 온도는 구리도체 길이방향 152 mm 간격으로 전선관 계통 전체길이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열전대가 있는 도관계통 전체에 배선된 가닥으로 꼰 AWG 8 피

복되지 않은 구리 도체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열전대는 모든 구조 부

재, 지지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 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케이블 트레이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상승은 내화방벽물질과 케이블 트레이 측면레일 사이의 트레이 

측면레일 외부표면에 152 mm 간격으로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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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관로 온도는 구리도체 길이방향 152 mm 간격으로 전선관 계통 전체길이

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열전대가 있는 케이블 트레이의 세로축방향 중앙 하부

와 전체 길이에 대한 케이블 트레이 상부에 배선된 가닥으로 꼰 AWG 8 피복

되지 않은 구리 도체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열전대는 모든 구조 부재, 지지

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 한다.

다. 배전함(Junction box)--배전함에 설치된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

도상승은 내부 배전함 표면 또는 외부 배전함 표면 위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

정해야 한다. 각 배전함 표면의 중앙에는 최소 1개의 열전대가 부착되어야 한

다. 추가로, 0.09 ㎡ 배전함 표면 면적당 한 개의 열전대가 중앙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적어도 한 개의 열전대는 각 관통 연결부의 25m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라. 에어드랍(Airdrops)--내부 에어드랍 온도는 구리도체에 따라 152mm 간격으로 

부착된 열전대가 있는 에어드랍계통의 길이를 따라 내부에 설치된 가닥으로 꼰 

AWG 8 피복되지 않은 구리 도체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구리 도체는 내화

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 가깝게 위치해야 한다. 또한, 열전대는 모든 지지

대 및 내화방벽 관통부에 근접하여 위치해야한다.

1.3 온도의 평균에 대한 기준

화재시험 기간에 내화방벽의 노출되지 않은 표면에서 온도 상태는 관로 위에 혹은 

안에 설치된 열전대에 의해 측정된 온도를 평균하여 결정된다. 이들 온도상태를 결정

하기 위해, 내화방벽의 비슷한 지역을 측정하는 열전대는 모두 평균되어야 한다. 허용

기준은 개별 평균에 기초되어질 것이며, 다음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따라야 

한다.

가. 전선관(conduit)--전선관의 바깥쪽의 금속표면에 적용하는 열전대는 모두 평균되

어야 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각 케이블 트레이 측면레일 위의 열전대는 분리하

여 평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쪽의 측면레일 위에 위치한 열전대는 다른 

쪽의 사이드 레일 위에 위치한 열전대와 분리하여 평균되어야 한다. 추가로, 피

복되지 않은 구리 전도체에 부착된 열전대에 의해 측정된 온도상태는 측면레일

로부터 분리하여 평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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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전함(Junction Box)--각 배전함 표면에 오직 한 개의 열전대를 가지고 있는 배

전함의 경우 개별 배전함 표면 열전대들은 모두 평균 되어야 한다. 한 개 이상

의 열전대를 가지는 배전함의 경우 개별 배전함 표면 위에 열전대들은 모두 평

균되어야 한다.

라. 에어드랍(Airdrop)--에어드랍 내화방벽 내에 있는 구리 전도체에 부착된 열전대

들은 모두 평균되어야 한다.

어떠한 열전대 그룹의 평균온도도 내화시험의 내화방벽시험 견본 내에 노출되지 

않은 쪽의 초기 온도에서 139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로, 각 개별 열전대의 

온도는 평가되어야 하며, 개별 열전대 온도는 139 ℃에서 3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은 내화방벽 시험체가 평균온도 혹은 개별 최대 허용온도를 

만족하지 못했다면, 피복되지 않은 구리 전도체에 의해 측정된 내부 관로의 온도 분포

는 케이블 기능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발전소별 케이블 형태 및 구조를 반영한 Air

Oven 시험을 통해 기능 분석이 이루어진다.

2 호스류(hose stream) 시험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과 ASTM E-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는 호스류시험에 대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

다. 이 기준은 1시간 이하의 내화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0분 동안의 내화시험을 모의 

시험체에서 수행되는 호스류 시험을 허용하고 있다(즉, 1시간 내화등급의 방벽으로 인

증받기 위한 30분 화재 노출).

30분 동안 화재에 노출시킨 안전정지관련 내화방벽, 복제된 전기 케이블 트레이 혹

은 관로 및 기기 내화방벽 시험체에 대하여,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 규정된 호스류시험은 

허용가능하다. NFPA 251 “Standard Methods of Tests of Fire Endurance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에서는 유출수를 64 mm 호스와 38 mm 노즐을 통해 화

재에 노출된 시험체에 방사할 것을 요구한다. 방출수는 시험체의 중앙으로부터 6.1m

떨어진 노즐 오리피스로부터 압력 207 kPa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방출수는 시험체 모



부록9.5.1-1 개정 4 - 2014. 12- 113 -

든 노출부분에 적용되며, 3시간 내화방벽에 대해서는 2.5분, 1시간 내화방벽에 대해서

는 최소 1분 동안 방출되어야 한다.

전기 관로 내화방벽시험체의 대안으로서 내화시험이 종결된 직후에 호스류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호스류시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다음 항목

에서 하나의 호스류시험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시험체로부터 6.1m 떨어진 곳에서 207 kPa 압력으로 64 mm 배관 및 38 mm

오리피스를 통과한 유량을 무작위로 모든 시험체의 노출된 표면에 방출시킨다.

(호스류시험 기간: 3시간 내화방벽의 경우 2.5분, 1시간 내화방벽의 경우 1분)

나. 시험체로부터 노즐 팁까지 최대 1.5m 떨어진 곳에서 방출 각도 30도, 517 kPa

압력 및 최소 284 ℓ/min 유량으로 38 mm 안개노즐을 통과한 방출수를 무작

위로 모든 시험체의 노출된 표면에 방출시킨다.(호스류시험 기간: 3시간과 1시

간 내화방벽의 경우 5분)

다. 시험체로부터 노즐 팁까지 최대 3 m 떨어진 곳에서 방출 각도 15도, 517 kPa

압력 및 최소 284 ℓ/min 유량으로 38 mm 안개노즐을 통과한 방출수를 무작

위로 모든 시험체의 노출된 표면에 방출시킨다.(호스류시험 기간: 3시간과 1시

간 방벽의 경우 5분)

3. 내화시험시 관로 내화방벽에 의해 보호되는 케이블의 기능성 

관로 내화방벽의 화재시험 도중에 케이블의 열 손상은 ANI 기준(적용 전압 8-10V

직류)을 사용하여 감시한 바와 같이 회로건전성 상실 없이 케이블 피복재 및 절연재의 

열화를 초래한다. ANI 회로건전성 시험에 사용되는 케이블의 전압이 케이블의 운영 

전압을 재현하지 못하므로 화재실험 중에 완전 단락(dead short)이 발생하지 않고 케

이블 절연상태가 상실될 수 있다. 케이블이 정격 전력 및 전류에서 작동되는 경우에는 

고장이 전파된다. 내화시험시 회로 건전성을 감시하는 방법은 보호되어 있는 정지 회

로가 화재에 노출된 경우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에 적절하지 않

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케이블 기능성 평가를 위해 허용된다.

3.1 환경인증 자료의 사용

내화시험 중에 측정된 내화방벽의 내부 시간-온도 분포도를 환경인증 시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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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같은 기존 케이블 성능 자료와 비교하는 방법은 케이블의 기능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인증시험은 정격 전압 및 전류를 포함하여 

엄격한 조건에서 수행된다. 환경인증시험 결과는 환경인증시험의 시간-온도 분포와 내

화시험 시간-온도 분포를 서로 연계시켜 케이블의 기능성을 보장하는 확실한 메커니즘

을 제공한다. 환경인증 자료의 사용은 181 ℃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케이블 

기능성을 보이는데 비용과 대비하여 효율이 높일 수 있다. 화재시험 온도 분포를 기존 

환경인증데이터와 LOCA 시험 결과 또는 에어 오븐 시험 결과와 비교하는 방법은 설

치된 전력케이블의 자기가열 영향에 의한 예상 온도상승이 분석에서 고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케이블의 기능성을 보이기 위한 허용가능한 방법이다.

3.2 케이블 절연 시험

원자력 산업계는 두 개의 주된 재질(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중합의 물질)을 케이블 

절연 및 피복재로 사용하고 있다. 열가소성 물질은 가열하면 지속적으로 연해진다. 반

대로, 열경화성 케이블 절연 물질은 화학반응에 의해 경화되고 열이 가해졌을 때 연해

지지 않는다. 과도한 가열 속에서 열경화성 절연물질은 딱딱해지고 깨지기 쉽게 된다.

149℃ 이하 온도에서 열가소성 절연 물질이 연해지고 유동성을 가지므로 전기적인 고

장이 발생될 수 있다. 열경화성 전기 전도체 절연물질은 일반적으로 260℃ 이상의 고

온에서 짧은 시간동안 노출된 경우 전기적 성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절연 

저항(Megger) 시험은 케이블 절연 저항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에 높은-

전위(Hi-Pot) 시험은 적용된 정격 전압을 견디기 위해 충분한 절연 내력이 있음을 보

증한다. 케이블 절연 실패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고장형태로 일어난다. 첫 번째 고장

형태는 낮은 절연 저항으로 인한 과도 절연 상실이고 다른 하나의 고장형태는 절연물

질의 절연 내력의 상실로 인한 과전압 압력이다.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 케이블이 작동됨을 적절히 보증하기 위해, Megger 시험은 

시험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에 일정한 시간간격(즉, 1시간 내화 

시험 도중에는 매 20분마다, 3시간 내화시험 도중에는 1시간마다)으로 수행되어야 한

다. 계측용 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의 절연저항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내화시험 직후에 

Megger 시험을 수행한다. 이 시험은 케이블이 계기의 적절한 작동을 위해 필요한 수

준으로 절연저항이 유지되는 것을 보증한다.

다중 전도체에 대한 Megger 시험은(화재 전, 화재 중, 화재 직후 조건) 전도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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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모든 케이블에 대한 시험은 전도체-지면 방식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최소 허용 절연 저항(insulation resistance : IR) 값은 표 1에 제시된 시험 

전압값을 사용하여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결정된다.

  Ω    Ω∙길이
 

여기에서   
Ω

∙운영되는전압

추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 계측 케이블에 요구하는 절연저항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

여 최소 절연저항 값(즉 1 Mega-ohm)에 대한 평가와 이들 케이블의 기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1000V 이상의 전력 케이블에 대한 직류 혹은 

교류 Hi-Pot 시험은 절연체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화재 후 Megger 시험 종료 후 수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케이블이 화재 기간 동안 적용된 전압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Hi-Pot 시험은 60 %의 80V/mil(교류) 혹은 240 V/mil

(직류)에서 5분 동안 수행되어야 한다. (즉, 125 mil 전도체 절연 두께 × 240 V/mil(직

류) × 0.6 = 18,000V(직류))

Megger 시험과 Hi-Pot 시험은 케이블 기능성 시험에 적절하며, 표 1에는 시험시 

전력, 제어 및 계측용 케이블에 공급되는 시험 전압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표 1. 기능성 시험 전압

케이블 형태 운영 전압 Megger 시험 전압
High-Potential

시험 전압

전력 > 1,000 V ac 2500 V dc
60% × 80 V/mil(ac)

60% × 240 V/mil(dc)

전력 < 1,000 V ac 1,500 V dc -

계측 및 제어
< 250 V dc
> 120 V ac

500 V dc -

상기한 전기 케이블 기능 시험들은 케이블 기능성에 대한 열화상태를 분석할 수 있

는 하나의 허용가능한 방법이다. 표는 전형적인 Megger 및 Hi-Pot 시험 전압을 요약

하였다. 신청자는 적용 가능한 산업기준과 특정 케이블 적용에 대한 제작자의 권고를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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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에어오븐(air oven) 시험

에어오븐시험은 케이블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된 케이블 트레이 혹은 관로 

내화방벽시험체에 대하여 케이블의 기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시험은 정격 전압이 흐

르는 절연된 동선 및 케이블을 순환되는 에어오븐의 상승 온도 조건에 노출시켜 수행

된다. 시험기간에 에어오븐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분포는 케이블이 없이 시험된 

케이블트레이 또는 관로 시험체가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 AWG 8 피복되지 않은 구리 

전도체에 의해 측정된 온도이다.

UL 1724, “전기회로 보호 계통에 대한 화재시험 조사의 개요”와 Appendix B, “전

기회로 보호계통에서 절연된 전기선 및 케이블의 회로건전성에 대한 인증시험”에서 

기술한 시험방법은 허용가능한 방법이며 다음 같은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가. 에어오븐시험동안 케이블에 정격 전압을 공급한다. 케이블은 다중 전도체 케이

블일 경우 전도체-전도체간 고장에 대해 감시되고, 모든 전도체에 대해 전도체-

지면간 고장에 대해 감시된다.

나. 평가되는 케이블은 Megger와 Hi-Pot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다. UL 1724, Appendix B, B3.16에 기술된 충격시험은 관로에 부과되는 충격력을 

모사하는 시험으로 수행할 필요 없다.

3.4 케이블 열적 노출의 한계

외부화재에 노출 시 관로 내화방벽 내에 특정 절연 물질이 전기적 건전성 및 작동

성 또는 기능성 유지여부 결정을 위해 근거가 되는 분석은 케이블 기능성을 평가하기 

적합한 방법이다. 케이블의 기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화재에 노출되는 시점에 내화방

벽내에 케이블작동온도와 케이블의 열적노출한계(thermal exposure threshold : TET)

온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특정 열가소성 케이블 절연체(Brand X)의 

TET는 149 ℃이고, 내화방벽 내에 정상적인 작동온도는 66 ℃인 경우, 내화방벽의 내

화등급과 동일한 기간 동안 화재에 노출되는 동안(방벽의 내화등급에 따라 요구된 시

간)에 내화방벽 내에 최대 온도상승은 83 ℃를 넘지 않아야한다. 이 예에서 Brand X의 

TET는 화재노출 시작점에서 케이블 작동온도보다 83 ℃ 큰 값이다. 케이블 TET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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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후 케이블 육안검사와 Hi-Pot 시험과 결합하여 화재 시 케이블 회로의 기능성을 입

증하여야 한다.

일반 케이블 작동온도는 정격 전압과 전류가 있는 시험 배열에 방벽이 설치된 케

이블 시험체에 걸리는 하중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제작자에 의해 발표된 데이터

(short-circuit rating limit으로 주어짐)로부터 대부분의 테이블 절연에 대한 TET는 얻

을 수 있다. 각각의 열적 방벽 배열에 대하여 알려진 TET와 일반적인 작동 온도와 함

께, 내화방벽 내에 최대 온도상승 한계가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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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2절  터빈 및 발전기 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원자력발전소 터빈 발전기계통은 핵증기공급계통으로부터 발생한 증기에너지를 전

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계통이다. 터빈 발전기계통은 기본적으로 터빈과 터빈 동작을 

제어, 조절할 수 있는 자동장치, 경보 및 정지계통 그리고 발전기 및 그 제어 계통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정상 및 비정상 조건 중 터빈의 속도는 터빈제어계통과 고압터빈정

지 및 제어밸브,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 추기 제어밸브 등으로 제어하고, 이러한 

기기 및 계통들은 발전소의 전반적인 안전운전과 관련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터빈 발전기계통은 전형적으로 다중 과속 보호를 위한 계측 및 제

어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터빈 발전기계통의 과속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증기밸브들이 

다중성을 가지도록 주증기 및 재열증기의 제어밸브 및 정지밸브들이 배열되어 있다. 
본 안전심사지침의 목적은 이 필수적인 증기밸브들의 가동 중 검사나 시험과 관련하

여 터빈 발전기계통의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다중 설계에 의해 설계 시 적용

한 과속도 이상의 터빈과속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되어 있는 가? 또한,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를 준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잠재적인 터빈 비산물에 의한 필수적인 발전소계통이나 구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3.5.1.3절에서 검토한다.

  1. 계통성능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터빈발전기 계통 및 기기 그리고 보조

계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가. 터빈 안전관련 구조물 및 계통에 관련된 기기와 발전소 보조설비 (Balance of 

Plant)의 배열 상태

    나. 주증기 정지 및 제어밸브, 저압터빈정지 및 제어밸브의 유형과 위치 및 관련 

배관의 배열 상태

    다. 설계시 적용한 과속도 이상으로 과속되지 않도록 터빈과속상태를 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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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들을 적절하게 작동시키는 계통 혹은 다른 보호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는 

터빈 발전기 제어 및 과속보호계통의 능력

    라. 과속보호 계측 및 제어설비에 대한 다중성, 시험성, 신뢰성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과속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밸브들에 대한 가동 중 검사 

및 운전성 보증 계획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물 외

부의 고-중 에너지 배관계통의 배관 균열이나 파단과 관련하여 터빈 발전기 계통

이 부록 3.6.1-1절과 부록 3.6.2-1절에 따르는가를 결정한다.

  4.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화재방호계

통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터빈 발전기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조정한다.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운전조건에 따른 구조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2.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2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터빈 기기에 안

전하게 접근하기 위해 방사선 차폐가 필요한 지를 결정한다.

  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4.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전 및 시

운전 시험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4.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

에 대하여 검토한다.

  5.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5.1.3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터빈 비산

물과 관련, 터빈설치방향에 대한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부품에 대한 내진등급 및 품질등급 분류와의 허용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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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1절, 3.9.2절 및 3.9.3절의 검토주관

부서로서 부품, 배관 및 구조물이 적용 코드 및 기술기준과 일치되어 설계되었는

지 결정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터빈발전기계통 설계의 허용여부는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아래에 열거된 다른 세부기준 그리고 이전에 검토되

어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발전소 설계와의 유사성 등에 근거한다. 만약 종합적인 

설계가 터빈 비산물 발생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한 다중성을 가진 터빈 

과속보호계통을 설치함으로써 터빈 비산물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의 보호에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구조

건을 만족한다면 터빈발전기 계통의 설계는 허용가능하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터빈제어 및 과속보호계통은 모든 정상 혹은 비정상 운전조건하에 터빈 동작을 

제어하여야 하며, 전부하 터빈정지 시 허용치를 초과한 터빈 과속이 유발되지 않

는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제어 및 보호계통은 터빈 우회

계통과 주증기 방출계통 혹은 다른 공학적 안전계통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원자

로정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과속보호계통은 단일 고장기준이 만족되어야 

하고 터빈이 운전 중에도 시험 가능하여야 한다.

2. 터빈이 설정속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자로계통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

지하기 위하여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와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가 설치

되어야 한다.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는 고압터빈 정지 밸브와 동시에 닫히거

나 혹은 적절한 제한시간 내에 순차적인 닫힘이 이루어져 터빈 과속이 허용치 이

내에서 제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 배열과 닫힘시간은 터빈발전기 계통의 정

지신호 발생시 어떤 단일 밸브가 닫히지 않더라도 과도한 터빈 과속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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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빈 추기관에 설치된 추기역지밸브는 터빈발전기계통 정지신호 발생시 안정된 

터빈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간 이내에 닫혀야 한다.

4. 터빈발전기계통은 정격부하로 운전하는 동안 안전성에 중요한 기기는 주기적인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5. 주증기 및 재열증기밸브에 대한 가동 중 검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가. ASME Code Sec. XI 의 가동 중 검사계획에 따라 약 3⅓년 주기로 연료 재

장전 혹은 보수정지 기간에 적어도 1개씩의 고압터빈 정지밸브, 고압터빈 제

어밸브, 저압터빈 정지밸브, 저압터빈 제어밸브 등을 분해하여 밸브 시트, 디
스크, 스템에 대한 육안 및 표면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허용 불가능한 

결함이나 과도한 부식이 밸브에서 발견된다면 같은 형식의 모든 다른 밸브들

을 분해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밸브 부싱을 검사 및 청소하여야 하며 구경 간

극이 적절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는 가동 중에 터빈 공급자 혹은 밸브 제작사 권고

에 따라 밸브의 완전 닫힘/열림 동작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밸브 위치지시계

가 완전 닫힘/열림 위치까지 부드럽게 움직이는가를 감시하고, 밸브동작 상태

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6.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모든 터빈구역의 상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방사선 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저압터빈 배기와 주복수기 사이의 연결부는 파열사고 시 터빈실에 있는 어떠한 

안전관련 기기에도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배열하여야 한다(안전관련 기기를 터

빈실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검토절차

   본 검토의 절차는 건설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

된 설계기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II절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기술된 최종 설계에 적절히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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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는 검토자의 검토 결과에서 도출된 계통 시험, 최소 

성능 그리고 감시에 대한 요건과 신청자에 의해 작성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 및 의

도가 일치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언급된 검토절차는 일반적

인 터빈발전기 계통에 대한 것으로서 특별히 다르게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도 그것이 

상기 II 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를 입증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원자로설비의 안전운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터빈발전기 계통, 관련 

부속계통 및 기기를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아래의 적

절한 사항을 선택하고 중점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I 절 검토분야에 언급된 검토연계분야의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검

토결과를 제공받아 본 검토절차 수행에 활용한다.

1. 계통설명과 배관 및 계기도면(P&ID)이 터빈발전기 계통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안전성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에 대

한 터빈발전기 계통 및 관련 기기의 전체적인 배열이 표시되어야 한다.

2. 검토자는 제어 및 과속보호계통의 적절성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 판단한다.
    가. 보조계통, 부속계통, 제어계통, 경보 및 정지계통은 어떤 기기 및 부속 계통의 

단일고장을 포함한 모든 비정상조건에서도 기능을 발휘하고, 위험한 터빈 과

속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과속을 배제하기 위해 터빈발전기 보호

계통은 다양한 보호수단을 갖춘 심층방어개념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나. 정상속도-부하제어 운전 중 정격 터빈속도의 약 103%에서 전자 유압제어계통

의 조속기가 동작하여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를 닫음으로써 증기를 완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조속기 기능에 Intercept 기능이 있을 경우).
   다.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와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를 정격속도의 약 

111%이하 에서 작동시키는 다중 과속도 정지장치(기계식 또는 전기식)가 설치

되어야 한다.
   라. 터빈속도를 속도감지기 (마그네틱 픽업; magnetic pickup)로 감지하여 정격속도 

약 111%이상에서 속도 제어와 관련된 모든 밸브를 닫는 독립적인 다중 예비 

전기과속정지회로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비 전기식 과속정지계통은 전

자 유압조절계통과 같은 감지기술을 이용한다. 그러나 속도제어계통과 과속도

정지계통으로 부터 오는 제어 신호는 각각  서로 분리된 독립적 회로에서 오는

가를 검토한다.

3. 단일밸브고장이 과속제어기능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 저압  

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의 배열 및 닫힘시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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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빈발전기계통 정지 후에 안정된 터빈운전이 보장되도록 추기밸브 배열 및 밸브  

닫힘시간을 검토한다.

5. 터빈발전기계통 운전 중 주요 기기의 시험 가능성을 검토한다.

6. 속도제어에 필수적인 밸브에 대한 가동 중 검사계획에 본 지침 II.5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를 검토한다.

7.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운전 중 터빈발전기계통 주위의 예상 방사능준위 및 터빈  

발전기계통 기기에의 접근 가능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본 지침 I절에 기술된 품질 및 내진등급분류를 검토한다.

8. 만약 터빈발전기계통에 인접된 위치에 안전성 관련 계통이나 부대설비가 있다면 

그 계통의 물리적 배치가 고-중 에너지 터빈발전기계통 배관파손이 주복수기와 

저압터빈 부위 연결부 파손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은 안전성분석보고서 3.6절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

한 사항을 검토하는 절차는 관련 지침서에 주어진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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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1. 터빈발전기계통은 고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와 저압터빈 정지 및 제어밸브를 포

함하여 정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모든 기기나 장비를 갖추고 있다. 발전소에 대

한 터빈발전기계통의 검토 범위에 배치 도면, 배관 및 계기도면 그리고 계통설명, 
운전에 필수적인 제어 및 보조계통에 대한 서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이 검

토에서 터빈발전기계통의 허용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

술된 요건을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만족하는가에 있고, 그럴 경우 검토자

는 발전소 설계가 허용가능하며 안전성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터빈 비

산물로 부터 보호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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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는 모든 운전조건하에서 터빈동작을 제어하는 터빈 과속보호계통을 설치함

으로써 이 요구조건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전 부하 터빈정지 시 허용 제한

치를 초과한 과속이 유발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터빈 비산물이 발생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검토자는 터빈발전기계통의 설계가 모든 해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검토자 규제입장, 산업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설계된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4. EPRI ALWR URD, Volume Ⅱ, ALWR Evolutionary Plant Chapter 13 "Main 

Turbine-Generator Systems“
5. 10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
6.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
7. Branch Technical Position 3-3, “Protection Against Postulated Piping 

Failures in Fluid Systems Outside Containment”
8. Branch Technical Position 3-4, “Postulated Rupture Locations in Fluid 

System Piping Inside and Outside Containment”
9.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XI: Rules for Inservice 

Inspe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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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3절 주증기 공급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주증기공급계통은 핵증기공급계통으로부터 동력변환계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안전

관련 및 비안전관련 보조계통으로 증기를 공급한다. 주증기공급계통의 일부는 운전 중 

원자로설비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열제거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공학적안전설비 펌

프를 구동하기 위한 증기를 공급하기도 한다. 또한 주증기공급계통은 2차 계통 압력방

출 설비를 포함한다. 주증기공급계통의 범위는 증기발생기의 2차측 연결 부위부터 터

빈정지밸브까지이며, 여기에는 원자로건물(또는 격납건물, 이하 원자로건물) 격리밸브,

안전 및 압력방출밸브, 모든 운전모드에서 정상적으로 닫혀 있거나 자동 닫힘능력이 

있는 첫 번째 밸브를 포함한 공칭직경 6.4 cm(2-1/2인치) 이상의 연결배관 그리고 터

빈구동 보조급수펌프의 터빈에 연결되는 증기공급배관을 포함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원자로건물로부터 터빈정지밸브까지 검토를 수행하며, 상세 검토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원자로 안전정지 또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주증기

공급계통의 부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평가하였는지를 확인한다.

가. 단일 능동기기의 오동작이나 고장이 소외전원상실사고를 동반하는 정상운전,

열악한 환경 그리고 사고 조건에서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요구되는 기능

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나.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적절한 품질등급과 내진설계 등급분류를 만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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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 동 계통은 동력변환계통으로 증기공급, 압력방출 또는 열제거능력, 안전계통 펌

프(예를 들면,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구동용 증기공급 등의 다기능 수행 능

력이 있어야 한다.

라. 주증기공급계통의 설계는 소외전원상실과 동시에 안전정지지진이 발생한 후 안

전등급 기기에 의해서만 저온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어실에서 원격으로 

대기방출밸브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증기공급계통 검토자는 주증기관 파단사고시 동 계통의 취출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 검토한다.

3. 검토자는 다음 사항의 관점에서 주증기공급계통 설계를 검토한다.

가. 모든 운전조건에서 요구되는 핵증기공급계통으로부터 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계통의 능력

나. 계통의 누설을 감지하고 제어하며, 과도한 누설이나 기기의 오동작시 계통의 

일부를 격리시키는 능력

다. 환경으로의 우발적인 방출을 방지하는 능력

라.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기능시험의 방안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주증기공급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

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의 검토를 관련 안전심사지침 절에 따라 수행한다.

가. 계통 밸브에 대한 가동 중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 주관검

토부서가 수행한다.

나.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시 필요한 원자로건물 내부의 주증기공급계통 부분에 관

련된 필수 기기를 확인하며, 시간에 따른 정지 냉각부하 요건을 수립하고, 증

기발생기의 안전 및 압력방출 밸브의 방출용량과 개방설정치를 결정하는데 사

용된 설계 과도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5.2.2절 주관검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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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수행한다.

다. 다양한 사고조건 하에서 붕괴열제거의 설계여유도에 대한 검토는 계통 유량,

열부하, 최고온도 및 열제거 능력을 이전에 심사한 발전소에서 유사하게 설계

된 계통과 비교하며 안전심사지침 5.4.7절 주관검토부서가 수행한다.

라.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 주관검토부서가 수행한다.

마. 터빈정지밸브의 적합한 운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0.2절 주관검토부서

가 수행한다.

바. 가동전 및 시운전시험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4.2절 주관검토

부서가 수행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홍수방호

에 대해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의 검토를 관련 안전심사지침 절에 따라 수행한다.

가. 내부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외부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호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

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 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에 따라 수행한다.

4.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의 검토를 관련 안전심사지침 절에 

따라 수행한다.

가. 계통 기기에 대한 내진 및 품질등급의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기기의 내진검증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환경검증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따라 수행한다.

5.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

까지, 3.8.4절 및 3.8.5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SSE), 가능최대홍수

(PMF) 및 토네이도 비산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기 위한 동 계통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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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을 포함하는 내진범주 I 구조물의 능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및 10.3.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

서 사용조건에 따른 제작 재료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7.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따라 격납건물 격리계통의 적합

성을 검토하고 안전심사지침 6.2.6절에 따라 격납건물 누설시험계획의 적합성을 검

토한다.

8.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 7.4절, 7.5절 및 7.7절에 대한 검토주

관부서로서 계측제어기능에 필요한 필수 기기의 설계, 설치, 검사 및 시험의 타당

성에 관하여 주증기공급계통 부분을 검토한다.

9. 전기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교류전원완

전상실사고 요건을 만족시킴을 결정할 수 있는 요구되는 계통 및 능력에 대한 평가

를 포함하여 교류전원완전상실시 발전소 대응능력을 검토한다.

10.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주증기공급계통 설계의 타당성은 국내 원자

력 법규 및 관련 규제지침 등에 근거를 둔다. 주증기공급계통의 설계가 다음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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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는 경우 허용가능하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계통

의 안전성관련 부분이 지진, 토네이도, 태풍 및 홍수 등과 같은 자연 현상에 충분

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 비안전관련 부분은 규

제방침 C.2를 만족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계

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외부 및 내부 발생 비산물, 배관 휩 그리고 배관파열시 발

생하는 분사충돌 등의 영향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터빈 비산물로부터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방호와 관련된 RG 1.115, “Protection

Against Low-Trajectory Turbine Missiles”의 규제방침 C.1을 만족하여야 한다. 계

통설계는 계통의 안전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격현상 및 압력방출밸브의 방출부

하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물의 동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

하여야 한다. 운전 및 보수절차서에 수격현상을 예방하고 압력방출밸브의 방출부

하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주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다수호기 발전소에

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공유로 인하여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크

게 손상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들은 타호기와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 설비) :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잔열제거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다.

가. 잔열제거 설계요건과 관련된 안전심사지침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

건”

나. 주증기격리밸브 상단부 배관 파단사고시 다른 증기발생기 취출을 제한하기 위한

주증기 격리밸브 하단부의 모든 밸브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된 NUREG-0138,

“Staff Discussion of Fifteen Technical Issues Listed in Attachment to

Novement 3”의 현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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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6항 및 10 CFR

50.63 “교류전원 완전상실” : 교류전원완전상실시 특정 시간을 견디고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주증기공급계통 설계와 관련해서는 RG 1.155,

“Station Blackout”을 충족시킬 경우 만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

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

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

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

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기준 및 근거와 예

비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판정하고 운영허가 검토

단계에는 초기의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

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운영허가신청의 검토에서는 신청자의 운영기술지침서 내용과 목적이 본 안전심사지침 

I절의 검토분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계통시험, 최소성능 및 정기점검요건과 일치하

는지를 검토한다.

아래의 검토절차는 전형적인 주증기 공급계통의 검토를 위한 것이며, 특별한 경우

에 적절하다면 검토자는 본 검토절차 내용을 선별하여 강조할 수 있다.

1. 주증기 공급계통의 검토에서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부분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계통이 모든 조건에서도 안전정지

를 실현시킬 수 있고, 사고 방지 또는 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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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계통이 확보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검토자는 주증기 공급계통의 필수(안전관련)부분이 정확히 설정되었고 요구되는 범

위까지 계통의 비필수 부분과 격리될 수 있는가를 판정한다. 계통설명서 및 계통

도면(P&IDs)의 검토를 통해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과 비필수 부분간의 물리적 구분이 

명확히 표시되는지를 확인하며, 계통을 격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지

를 확인하기 위해 계통 배치 도면 검토한다.

3.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 I절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내진설계 기

준을 검토하고,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품질등급 및 내진등급 분류를 검토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부

분이 품질그룹 B 및/또는 내진범주 Ⅰ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

정 설계등급이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에서 주증기 격리밸브까지의 주증기배관은 내진범주 I과 품

질그룹 B로 분류된다.

4. 안전에 중요한 계통 기기에 대한 적절한 기능시험이 수행될 수 있는 설계방안이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시험 및 검사계획이 기술되고 

계통도면에 이 계획에 포함된 격리밸브 주위에 시험 재순환 루프 또는 특수 연결

부가 나타나 있다면 만족한다.

5. 계통설명, 안전성평가, 기기도표 및 계통도면 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의 계통 설

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가. 본 계통은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필요한 증기유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검토

자는 충분한 양의 물이 양수되도록, 요구된 증기량을 터빈에 공급하도록 설계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나. 2차계통의 압력방출 용량 및 개방설정치에 대한 설계여유도를 줌으로써 발전소

의 안전 운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온도가 약 177℃(350℉)가 되어 잔열제거계통의 운전이 허

용될 때까지 제어된 냉각을 수행하는 대기덤프밸브의 설계용량을 확인한다.

라. 증기관 파단사고 시 계통으로부터 증기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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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 온도감지기나 압력감지기는 증기관 파단사고시 증기의 누출을 

제한하기 위해 주증기관 격리 밸브 및 터빈정지밸브에 닫힘 신호를 발생시키는 

허용 가능한 수단이다.

마. 주증기관의 가상 파단사고시 단일 능동기기 고장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하

여 한 개 이상의 증기발생기의 증기 취출(blowdown)이 방지될 수 있음이 보장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증기 격리밸브 하단부의 모든 주증기 차단밸

브, 터빈 정지밸브 및 제어 밸브는 동작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검토자는 주

증기 격리밸브, 연결배관의 차단밸브, 터빈정지밸브 및 우회밸브가 최대 증기유

량에서 닫힐 수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주

증기 격리밸브와 터빈정지 밸브 사이의 주증기 관에서 나가는 모든 증기 유동

경로의 설명자료와 관련 도표 등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며, 각각의 유동경로에 

대한 설명 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통명

2) 최대 증기유량 : kg/s

3) 차단밸브 형태

4) 밸브 크기

5) 밸브 품질

6) 밸브 설계 코드

7) 밸브 잠김 시간

8) 밸브 구동 기구 (예; 솔레노이드 구동, 모터 구동, 공기구동 다이아프램 밸

브 등)

9) 밸브 구동 기구의 동력원 

바. 주증기관 파단 시 사고완화에 필요한 계통을 제외하고 상기 마. 항에서 언급한 

모든 계통의 증기유동을 차단하여야 원자로를 안전하게 저온정지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검토자는 이 계통들에 대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증기차단 밸브를 

닫기 위하여 어떠한 설계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요구되는 운전원 조치에 대한 

기술 내용을 확인한다. 만약 사고 완화에 사용되는 계통이 없을 때나 다른 방

법으로 원자로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이들 계통들이 증기를 차단

시키는지와 어떠한 운전원 조치가 필요한지 등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사. 가상 안전정지지진 발생시 소외전원이 동시에 상실된다는 가정 하에서 단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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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급 기기만을 사용해서 저온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주제어실에서 대기덤프

밸브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5.4.7의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 참조).

아. 만일 (N-1) 루프 운전이 예상되면 주증기 공급계통에 대해 (N-1) 루프 운전이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로의 증기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6. 검토자는 계통이 유해환경현상, 배관파단 또는 소외전원상실시 요구되는 필수 기

능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판정한다.

가. 주증기 공급계통이나 동 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한 다른 계통의 비내진범주 I

부분 또는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부분을 격납하고 지지하거나 이 부분에 근접

한 비내진범주 I 구조물의 고장이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부분의 운전을 방해하

지 않아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구조물과 계통에 대한 내진설계 분

류 도표뿐만 아니라 부지특성 및 일반 배치 도면 설명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부분을 참고한다. 상기 조건이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내용이 안

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면 허용 가능하다.

나.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 부분은 홍수, 태풍, 토네이도와 내부 및 외부 비산물 영

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한다. 홍수 및 비산물 방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따라 평가된다. 계통과 구조물의 설계 및 위치는 적절한 방호 등급에 따라 결

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계통이 토네이도 비산물 및 홍수로부터 보호되는 내진

등급 I 구조물 내부에 위치하거나 계통의 기기가 바람, 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

물을 견딜 수 있는 격실 내에 있다면 허용 가능하다.

다. 안전 정지에 필요한 필수 기기 및 보조계통은 외부전원상실사고시에도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소외전원상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증기공급계

통 기기 또는 보조계통에 대하여 계통의 성능이 최소 설계요건을 만족하거나 

초과함을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 내

용,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는 이러한 요건들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허용 가능한 계통기능 신뢰도 확인방법이다.

7. 단일 능동기기 고장과 동시에 발생한 설계기준사고 후에 계통의 필수부분이 기능

을 발휘함을 보증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설명자료, 계통 도면, 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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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급계통 도면,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등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요구되는 기기의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수록된 분석을 평가하고, 계통도면의 

기기에 대한 유용성을 추적하고, 최소설계요건이 요구되는 시간범위 동안에 각 사

고 상황에 대하여 만족된다는 입증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었는지를 점검한

다. 각 경우에 대해 최소계통요건을 만족하면 설계는 허용 가능하다.

8. 신청자가 수격현상 발생잠재성과 압력방출밸브 방출부하를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이들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였는지 검토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배수 포트, 배관 경사와 밸브구동기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9. 검토자는 주증기공급계통의 설계와 관련된 RG 1.155, “Station Blackout”의 규제방

침 C.3.2, C.3.3 및 C.3.5 준수여부를 결정하여 특정 시간 동안 발전소 교류전원완

전상실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발전소 능력에 관해서 주증기공급계통 능력이 

충분한 지 확인한다. 동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8.4절에 따라 발전소 교류전원완전상

실 사고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

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주증기공급계통은 증기발생기 연결부에서부터 터빈정지밸브까지를 포함하여 그 사

이의 모든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 부분은 품질그룹 B로 설

계하며, 증기발생기에서 격납건물 격리밸브 및 정상시 닫혀있는 첫 번째 밸브까지가 

포함된 연결배관까지이다. 주증기공급계통의 이들 부분은 증기배관 파단사고와 같은 

사고결과 완화에 필요한 부분으로서 이의 품질기준은 그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부합하

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다. 주증기공급계통의 검토범위는 배치도, 배관 및 

계기도면과 계통의 설명자료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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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시한 주증기공급계통의 설계기준 및 근거에 대한 검토를 통

하여 주증기공급계통이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

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4조(전

력공급설비) 제6항, 제29조(잔열제거 설비) 및 10 CFR 50.63 “교류전원 완전상실” 요건

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을 수용하는 구조물 능력과 지진, 토네이도, 홍수 등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관하여 원자로 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며,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을 수용하는 구조물과 내․외부 비산물 그리고 배관 휩 및 배

관 파단과 관련되는 분사 충돌 등을 견딜 수 있는 계통의 안전성관련 부분에 관하

여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

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주증기공급계통의 필수부분은 내진범주 I로 설계되며, 토

네이도, 토네이도 비산물, 터빈 비산물 및 홍수 영향으로부터 방호되는 내진범주 I

구조물 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

방침 C.1.a, C.1.e, C.2와 C.3 또는 C.1.f, C.2와 C.3등과  RG 1.115, “Protection

Against Low-Trajectory Turbine Missiles”의 규제방침 C.1과 RG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App. 2와 4를 만족한다.

또한 동 계통설계는 터빈 우회밸브와 정지밸브를 포함한 계통 밸브의 급격한 닫

힘으로 인한 수격현상에 따른 동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 및 방출밸브

가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방해받지 않고 작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물의 동반 

유입에 대비한 고려사항에는 배수 포트, 배관 경사 및 밸브작동 등의 방안이 포함

되어 있다. 수격현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격현상 발생 가능성에 대

하여 발전소 요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운전 및 보수절차서를 신청

자가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행약속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2. 동 계통은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

기 성능에 관한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의 요

건을 만족한다. 각 호기의 주증기 공급계통과 상호 연결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그것이 사고발생시 영향을 완화할 수 있고 각각의 호기가 다른 호기의 안전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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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감소하지 않고 안전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는 

발전소의 각 호기는 각각의 주증기 공급계통을 가지고 있어 다른 호기와 안전관련 

및 비안전관련 부분간의 상호연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계통기능과 관련하여 원자로 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한다. 주증기 

공급계통은 열제거의 능력, 압력방출능력이 있어야 하며, 안전정지에 필요한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에 증기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안전등급 기기로만 저온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소외전원상실을 동반한 안전정지지진 발생시 주제어실에서 대기

덤프밸브를 원격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증기 공급계통 설계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과 NUREG-0138, “Staff

Discussion of Fifteen Technical Issues Listed in Attachment to Novement 3” 현

안 1을 만족한다.

4. 발전소 교류전원완전상실에 관한 주증기공급계통 용량 및 능력에 관한 원자로 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제6항 및 10 CFR 50.63, “교

류전원 완전상실” 요건을 만족한다. 이에 대한 허용여부는 RG 1.155, “Station

Blackout”의 C.3.2, C.3.3 및 C.3.5의 규제방침을 만족하는 데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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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전력공급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 설비)

6.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

7.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8. Regulatory Guide 1.115, “Protection Against Low-Trajectory Turbine Missiles.”

9. Regulatory Guide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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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gulatory Guide 1.155, “Station Blackout.”

11. Branch Technical Position 5-4, “Design Requirements of th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12. USNRC, “Staff Discussion of Fifteen Technical Issues Listed in Attachment to

November 3, 1976, Memorandum from Director NRR to NRR Staff,”

NUREG-0138

13. NRC Letter to All Licensees of Operating BWRs and PWRs and License

Applicants, “Technical Resolution of Generic Issue No. B-59, (N-1) Loop

Operation in BWRs and PWRs, (Generic Letter 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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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3.6절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

검토주관 :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KEPIC-MN 의 증기 및 급수계통의 코드등급 2 및 3 기기에 대한 재료선정, 제작 

및 파괴인성이 운전경험뿐 아니라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한다.

1.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재료선정과 제작

가. 코드등급 2 및 3 기기용으로 선정된 재료와 제작을 검토한다.

나. 모든 기기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접근이 제한된 부위의 용접 인정 절차서

2) 용접 예열온도

3) 용접절차 관리

4) 세정 절차서

5) 관 제품에 대한 비파괴검사 절차가 KEPIC 코드를 따르는지 여부

다. 탄소강, 저합금강 기기 및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용접절차 

관리 등을 검토한다.

2.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파괴인성

코드등급 2 및 3 기기에 대한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 특성과 요건을 검토한

다. 이러한 검토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기기로는 증기 및 급수배관의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 부분을 포함된다. 만약 주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사용된다

면, 기기의 설계수명 이상의 열취화(thermal aging)에 견딜 수 있는 재료파괴인성 

특성을 가지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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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가속부식(Flow-Accelerated Corrosion)

증기 및 급수계통에 대한 유동가속부식(FAC)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분야를 

검토한다.

가. FAC 저항 재료의 사용 유무

나. 적절한 부식허용치에 대한 사양서

다. FAC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배관설계

검토연계분야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와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나사고정구의 건전성확인 프로그램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3.13절 주관검토부서

가 검토한다.

2.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등급 및 품질그룹의 적합성은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3. 스테인리스강의 재료선정과 제작공정 관리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4. 증기발생기 재료 선정은 안전심사지침 5.4.2.1절 주관검토부서가 검토한다.

5.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의 FAC에 대한 감시프로그램은 안전심사지침 6.6절 주관검

토부서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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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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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에는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를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안전등급 및 규격에 

따라 설계·제작·설치·시험·검사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고시를 따르도

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상노심냉각장치)에는 원자로냉각

재상실 사고시에도 안전유지에 필요한 노심 열제거 능력을 갖춘 비상노심냉각장

치를 설치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비상노심냉각장치는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이 정하는 고시의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는 원자

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 등을 수명기간 동

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

게 설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는 안전 

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설계시 가정하고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4절(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품질보증)

이 규정은 법 제12조 제4호 및 법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건

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6. 10 CFR 50.55a(코드 및 기준)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 제작, 설치, 건설,

시험 및 검사는 안전성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관련 코드 및 기준의 요건을 만족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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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Regulatory Guide(이하 “RG")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10 CFR 50.55a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보, 권고사항 및 지침을 제공하며 검토자에게 

허용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KEPIC QAP-2, “원자력 품질보증 기술기준” Ⅱ.1(원자력발전소 유체계통 및 

관련기기의 세정에 관한 품질보증 요건): 이 지침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

스강과 니켈기 합금 기기의 입계 및 응력부식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기

술하고 있다.

나. 안전규제지침 3.18 (또는 RG 1.71), "접근성 제한부위에 대한 용접사 자격" :

이 지침은 제작 용접 시 용접사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다. RG 1.84, "ASME Sec. III 설계, 제작 및 재료에 대한 Code Case 적합성" : 이 

지침은 검토자가 일반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ASME Sec. III의 Code Case를 

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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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재료선정 및 제작

가. 코드등급 2 및 3에 사용되는 재료사양은 KEPIC-MNZ의 부록 I과 

KEPIC-MDF, MDN 및 MDW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RG 1.84, "ASME Sec. III 설계, 제작 및 재료에 대한 Code Case 적합성"은 

재료 사양에 의거하여 사용될 수 있는 Code Case를 기술하고 있다. 신재료

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KEPIC-MNZ의 부록 IV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안전규제지침 3.18 (또는 RG 1.71), "접근성 제한부위에 대한 용접사 자격"은 

물리적으로나 육안상으로 직접 접근이 제한되는 부위의 용접 건전성을 보장

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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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접부의 어느 방향에서든지 30 cm (12 inches) 이내의 물리적 간섭에 의

해 접근이 어려울 경우 유사한 조건하에서 용접사 자격인정시험이 수행되

어야 한다.

2) 접근 제한조건이 상이한 경우 또는 KEPIC-MQ에 규정하는 필수 용접변수

가 변경될 경우 재 인정받아야 한다.

라. 안전규제지침 3.13 (또는 RG 1.50), “저합금강 용접의 예열온도 관리”는 저합

금강 용접을 위한 예열온도 관리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탄소강과 저합금강 

재료의 예열온도 조건은 KEPIC-MN 부록 D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KEPIC-QAP, “원자력품질보증기준”은 증기 및 급수계통의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세정과 관리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바. 관 제품의 비파괴검사 허용기준은 KEPIC-MNC와 MND의 관련항에 기술되

어 있다.

2.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파괴인성

이러한 기기에서 페라이트계 재료의 파괴인성은 RG 1.26 "원자력발전소의 물, 증

기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수용용기에 대한 품질그룹 및 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용 

유효년도판(edition)과 추록(addenda)이 포함된 KEPIC-MN의 다음 사항을 만족하

여야 한다.

- MNC-2300, “코드등급 2 재료에 대한 파괴인성 요건”

- MND-2300, “코드등급 3 재료에 대한 파괴인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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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코드등급 2 및 3 기기들의 재료 선정과 제작

검토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에 사용될 재료가 KEPIC-MNZ의 부록 I과 

KEPIC-MDF, MDN 및 MDW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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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토자는 KEPIC-MNZ의 부록 I과 KEPIC-MDF, MDN 및 MDW 또는 RG

1.84에 포함되지 않는 재료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나. 검토자는 물리적으로나 육안상으로 직접 접근이 제한된 부위를 용접하는 용접

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과 동 용접부의 검사와 그 건전성을 입증하는 방법

이 본 안전심사지침 II.1.다에 언급된 허용기준에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다. 검토자는 탄소강 또는 저합금강 기기에 대한 용접절차를 검토한다. 용접 예열

온도가 본 안전심사지침의 II.1.라에 언급된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라. 검토자는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세정과 취급방법이 본 안전심사지침 II.1.마 

에 언급된 허용기준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마. 검토자는 관형 제품이 본 안전심사지침의 II.1.바에 언급된 허용기준과 일치하

는지 검토한다.

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재료가 증기 및 급수계통의 설계에 사용된다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IGSCC에 대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토자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재료선정과 제작공정 관리와 

관련이 있는 안전심사지침 5.2.3절,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재료”의 허용기준

을 사용해야 한다.

2. 코드등급 2 및 3 기기의 파괴인성

검토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의 어느 기기들이 탄소 또는 저합금강으로 제조되었는

지와 이들 기기의 재료 파괴인성이 본 안전심사지침 II.2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

토한다.

3. 유동가속부식 

검토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의 설계시 유동가속부식에 대한 내식성이 고려되어 발

전소 수명동안 유동가속부식의 영향이 최소화되고 있음을 결정한다. General

Letter 89-08에는 FAC 감시프로그램의 장기적인 관리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EPRI NSAC-202L-R2에는 고에너지배관을 포함한 모든 탄소강 배관에서의 

FAC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가. 검토자는 FAC에 노출된 배관이 FAC 저항 재료를 이용해서 설계되었는 지를 

검토한다.

나. 검토자는 발전소 설계수명동안 부식허용치의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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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며, KEPIC-MN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다. 검토자는 배관 설계 및 배치(layout)가 배관 및 기기의 형상(configuration and

geometry), 수화학, 재료, 유체온도 및 유속으로부터 FAC의 영향을 최소화하

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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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 재료가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 제12조, 제30조, 제4절 및 10 CFR 50.55a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

신청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의 재료를 코드등급 2 및 3으로 선정하였고, 이들 재료는 

KEPIC-MNZ의 부록 I과 KEPIC-MDF, MDN 및 MDW 의 요건을 만족한다. 또한 신청

자는 이러한 ASME Code Case를 기술하고 있는 RG 1.84의 권고사항을 만족시키고 있다.

페라이트강의 파괴인성은 코드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코드가 파괴시험을 선택사

양으로 요구할 경우, 신청자는 증기 및 급수계통의 페라이트강의 파괴인성시험이 필요

치 않다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였다. 코드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파괴인성시험과 기

계적 특성은 페라이트강에 비연성파괴 또는 급속히 진행되는 파괴의 가능성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제공되었음을 적절히 보장하고 있다.

신청자는 안전규제지침 3.18 (또는 RG 1.71)의 규제요건 혹은 대체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안전규제지침 3.18 (또는 RG 1.71)의 요건을 만족한다. 발전소 현장에

서의 세정(cleaning)과 제작과정에서의 청결관리(cleanliness control)는 KEPIC-QAP(원

자력품질보증기준)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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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FAC 평가에서 계통배관 및 기기의 크기, 형상(configuration and

geometry), 수화학, 배관과 기기의 재료, 유체온도 및 유속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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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1절 주복수기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주복수기 계통은 터빈으로부터 배출된 증기를 응축하고 탈기시키기 위해 설계되었

고, 터빈우회계통(Turbine Bypass System)의 열제거원이 된다.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을 제어하는데 설계주안점을 맞춰 검토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복수기 계통의 설계를 검토한다.

1. 주복수기의 설계, 설계목적, 용량, 운전방법 그리고 기체 방사성물질 취급 영향 요

인 등, 계통공유영역 및 잠재적인 것과 계통배관 및 계기도면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2. 복수기 튜브의 부식 및 침식을 방지하는 수단, 그리고 복수기내 응축수의 누설을   

감지하고 누설이 발생될 시에는 제어할 수 있는 설비

3. 계통 내부 혹은 외부로 방사능 누출을 감지하는 수단, 그리고 환경으로의 우발적인 

방사성물질 누출량이 설정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수단

4. 주복수기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입증할 수 있는 계측

제어 설비

5. 주복수기의 완전 상실에서 오는 범람을 처리할 수 있고, 범람으로 인한 안전관련 

설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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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터빈우회계통으로부터 유입되는 증기배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 주복수기의 용량

7. 잠재적인 혼합가스의 폭발성이 있는 경우,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에 의한 폭

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주요 설계수단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주복수기와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내진 및 품질그룹분류가 만족한지를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범람의 영

향으로부터 안전관련 계통 및 구조물이 보호되는가를 검토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3.7.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필요한 경우 복수기의 내진해석을 수행한다.

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9.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복수기 튜브 누설을 발견하고,

감시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화재방호에 대해 검토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시험계획 및 시운전계획

을 검토한다.

라.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기술지침서에 대해 검토한다.

4.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복수기 내 

외부로 방사능 누출을 발견하고, 방사능 오염도를 감시 측정에 대해 검토한다.

5.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계

획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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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동 계통의 설계에 대한 타당성은 다음의 규제요

건 및 기술기준의 준수여부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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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주복수기계통 허용 여부는 원자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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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검토되고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발전소 설계와

의 유사성에 근거한다.

주복수기의 설계는 계통의 전체 설계가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에 관련된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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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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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복수기의 구조물, 계통, 기기에 대한 고장의 결과로 초래되는 환경에 대한 과도한 

방사능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된 주복수기를 설계했을 때는 원자로시

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의 요

건을 만족시킨다. 허용기준은 아래의 관련요건을 만족함에 근거한다.

가. 폭발성 물질이 잠재되어 있다면, 주복수기는 폭발에 대한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폭발성 혼합물질의 잠재적인 증가를 감지 및 경고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

계되어야 하며, 중첩된 계측기는 감지, 경고, 그리고 잠재된 폭발성 혼합물질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어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자는 신청자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1. 허용된 주복수기계통의 성능저하 운전이 원자로 1차 계통 및 2차 계통에 대한 역효

과를 미치지 않는가 검토한다.

2. 검토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복수기의 설계를 평가한다.

가. 바닷물이 응축수로 유입되는 것을 감지하고, 제어하고 조치할 수 있는 설비가 

제공되었다.

나. 주복수기 튜브와 부품의 부식 및 침식을 감소하는 방법과 주복수기의 시설 상

태와 구조물 재료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한다.

3.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주복수기의 고장과 그 결과로 인한 범람은 어떤 필수 계통의 운전을 방해해서

는 안된다. 발전소 특성, 전체배열 및 배치도를 기술하는 참고 자료가 필요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상기조건을 만족하는가 확인한다.

나. 주복수기는 폭발의 영향에도 견고하게 설계되었고, 잠재적인 혼합가스 폭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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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하기 위한 제어장치, 경보장치, 감지하는 계기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다.

다. 주증기 계통과 연관하여 동 계통은 복수기 진공상실을 감지하여 증기공급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설비가 있다.

라. 터빈우회계통에서 유입되는 증기배출에 의한 부품이나 튜브손상을 막는 설비가 

주복수기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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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수기는 터빈 배기에서부터 주복수 계통 및 다른 계통들과의 연결 및 공유 부

분에 이르는 모든 기기들과 설비를 포함한다. 주복수기 계통에 대한 허용근거는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에 기

술된 규정을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만족시키는가에 있다. 고장시에도 환경으

로 방사능 과도방출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검토자는 주복수기 설계는 허용가능하며 정

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기체 및 액체방사성 유출물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

장시설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 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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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gulatory Guide 1.68 "Initial test Programs for Water-Cooled Reactor Power

Plants."

3. 10 CFR 50, Appendix I "Numerical Guides for Design Objectives and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to Meet the Criterion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For Radioactive Material in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Reactor Effl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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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CFR 52, "Early Site Permits;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s; And Combined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



- 7 -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10.4.2

개 정 번 호 5

발 행 일 자 2015.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10.4.2

제 목 : 주복수기 진공계통

검토주관부서 : 계통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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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규 ‘09.12 금오현 ‘09.12

4 홍진기 ‘14.11 민복기 ‘14.12

5 홍진기 ‘15.12 민복기 ‘15.12



제10.4.2절 개정 5 - 2015. 11-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2절 주복수기 진공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주복수기 진공계통은 복수기 진공을 유지하고 기체 폐기물처리계통이나 배기가스배

출계통으로 방사성 기체를 배출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주복수기 진공계통의 검토는 

배출수의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유 계통특성에 맞추어져 

있다. 이 검토는 주복수기 진공을 유지하기 위한 최초 시운전계통과 설치 후 복수기 

진공을 유지하기 위한 정상계통을 포함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복수기 계통의 설계를 검토한다.

1. 주복수기 진공계통에 대한 설계, 설계 목적, 용량, 운전방법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

물질 취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즉, 계통 공유영역과 잠재적인 우회경로를 포함

한다. 계통의 배관 및 계기 도면을 검토한다.

2. 주복수기 진공계통 설계와 관련하여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노출을 야기하는 폭발

성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폭발 가능성을 방지할 설계 특성을 검토

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주복수기 진공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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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적절한 내진 및 품질그룹분류가 만족한지를 검토한다.

2.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주복

수기 진공계통으로부터 수집된 폭발성 기체 혼합물을 검출하고 기체상태 유출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3.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주복

수기 진공계통으로부터 기체상태 유출물을 감시하기 위한 방사성 감시기들을 검토

한다.

4.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품

질보증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동 계통의 설계에 대한 타당성은 다음의 규제요

건 및 기술기준의 준수여부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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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 주복수기 진공계통의 설계와 관련하여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의 누출 제어에 

관한 규정으로 1차측에서 2차측으로 증기발생기 튜브가 누설되면, 방사성물질이 

주복수기에 침전된다.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누설은 증기발생기 취출구와 공기추

출기 방출부에서 방사능을 감지함으로써 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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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 : 운전상태 및 사

고 상황 시 방사선준위 및 유출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

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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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

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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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제34조(방사선방호설비)의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주복수기 진공계통은 주

복수기의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의 사고로 대기환경에 방사성물질 누출을 방지하

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만일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복수기 진공계통은 폭발의 영

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잠재적인 폭발성 혼합물의 생성을 탐지,

지시하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11.3절 2항에 명시된 것처럼 잠

재적인 폭발성 혼합물의 형성을 막기 위하여 감지하고, 지시하고, 제어 조치를 

작동시키는 이중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주복수기 진공계통 기기에서 수

소-공기 혼합물의 증기량이 체적비 58% 이상을 유지하거나, 수소-산소 혼합물의 

질소량이 체적비 92%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계통에 대해서는 이러한 잠재

성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잠재적인 폭발성 혼합물을 포함한 주복수기 진공계통 

기기에 대해서는 설계압력과 정상운전 시 절대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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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내용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1. 주복수기 진공계통에 대한 검토에서 배관 및 계기 도면은 모든 우회경로를 포함하

여 본 계통을 통한 기체의 흐름경로와 환경과 다른 계통으로의 기체 폐기물의 방

출지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토된다. 이러한 정보는 운전 중 예상운전과도 및 

정상 운전중 기체 유출물의 연간 방출된 방사성물질 양을 계산하기 위해 안전심사

지침 11.3절에서 사용된다. 검토자는 기계식 진공펌프에서 나오는 물과 증기분사형 

공기추출기에서 나오는 응축수가 방사성 액체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처리

되는가를 확인한다.

2. 만약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자는 신청자가 주복수기 진공

계통이 폭발의 영향을 견디도록 설계했고, 잠재적인 폭발성 혼합물의 생성을 감지

하고 지시하는 계기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거나, 또는 잠재적인 폭발성 혼합물의 생

성을 막기 위해 감지, 지시하고, 제어조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다중의 주복수기 

진공계통 계열에 대한 이중계기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계

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신청자의 설계가 폭발 후 연속 누출경로를 차단할 만한 설

비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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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수기 진공계통은 복수기 진공을 유지하고 환경으로 통제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

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와 설비를 포함한다. 기체 폐기물 처리계통 또는 환기 

배출계통으로 방사성 기체를 보내는 계통의 성능과 유출물내의 방사성물질 감시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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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관련된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검토자는 신청자의 계통 설명내용, 배관 및 계측

도면 그리고 주복수기 진공계통의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한다.

검토자는 주복수기 진공계통이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시 발생되는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고 제어할 있고, 그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어실 및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장소

에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 및 제34조의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동 계통은 허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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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방사선 방호시설)

3. 10 CFR Part 50 "Early Site Permit: Standard Design Certifications: And Combined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

4. 10 CFR Part 50, Appendix I, "Numerical Guides For Design Objectives and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to Meet the Criterion "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For Radioactive Material in Light Water Cooled Nuclear Power Reactor

Effluents"

5. 10 CFR Part 52 "Licenses, Certifications, and approvals for Nuclear Power Plants"

6. 10 CFR 52.47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



- 6 -

지 침 번 호 KINS/GE-N001

분 류 번 호 10.4.3

개 정 번 호 5

발 행 일 자 2015.1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분류번호 : 10.4.3

제 목 : 터빈축 밀봉계통

검토주관부서 : 계통평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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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규 ‘09.12 금오현 ‘09.12

4
박종석

유성근
‘14.11 민복기 ‘14.12

5 유성근 ‘15.12 민복기 ‘15.12



제10.4.3절 개정 5 - 2015. 12
- 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3절 터빈축 밀봉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터빈축 밀봉계통은 터빈 및 대형 증기밸브의 축이 케이싱을 통과하는 환형공간에 

밀봉증기원을 제공하고, 그 기기로 공기유입이나 증기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다. 터
빈축 밀봉계통의 검토는 배출수의 방사성 물질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

유 계통특성 및 증기유로 및 수집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상세한 검토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터빈축 밀봉계통의 설계, 설계목적, 운전방법과 기체방사성물질 취급에 영향을 주

는 요소 예를 들면, 밀봉증기원, 계통연계 영역, 잠재적인 누설경로, 그리고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2.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4.3절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관련한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기준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터빈측 밀봉계통과 관련한 검토연계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 및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지진 및 품질등급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관

련 기기가 있는 계통 내에서 고에너지배관 파단의 잠재적인 영향을 검토한다.

3.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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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터빈축 밀봉증기 응축기의 배기로부터 방사성물질의 유출제어에 관한 사항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3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터빈축 밀봉증기 응축기의 배기로부터 방사성물질의 유출감시에 관한 사항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따라 수행한다.

4.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품

질보증계획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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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 터빈축 밀봉계통 설계는 환경으로의 방사성물질 유출제어에 관한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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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
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

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터빈축 밀봉증기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제요

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밀봉증기의 수집, 응축 및 비응축성물질 처리하기 위해 설

계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규제요건과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 검토연계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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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절의 내용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 강
조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검토자는 밀봉증기원 및 축 밀봉으로부터 배기되는 증기 및 비응축성물질 처리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통의 배관 및 계기도면을 검토한다. 

2. 검토자는 안전심사지침 14.3절에 따라 검사, 시험, 분석 및 허용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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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빈축 밀봉계통은 터빈 및 대형 증기밸브의 축이 케이싱을 통과하는 환형공간에 

밀봉 증기원을 공급하는 장비와 계기를 갖추고 있다. 검토범위는 밀봉증기원 및 유출

물내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신청자는 제어되고 감시되는 터빈축 밀봉계통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으로 유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제어 및 감시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터빈축 밀봉계통 설계는 허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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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 10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60, "Control of Releases of 

Radioactive Materials to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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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4절 터빈우회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터빈우회계통(Turbine Bypass System)은 주증기를 터빈에 공급하지 않고, 우회시

켜  핵증기공급계통에 불안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발전소가 어떠한 부하변동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서 운전 여유도를 제공한다. 터빈우회계통은 터빈을 우회하여 

주증기 정격유량의 일부를 주복수기로 직접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증기우회는 원

자로 정지 혹은 터빈의 정지를 유발하지 않고 터빈우회계통의 용량 한계까지 단계적

으로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동 계통은 발전소의 기동 및 정지 기간 동안 증기발생기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비상운전 조건에서는 발전소 안전정지를 위하여 압력방출밸브와 안

전밸브가 사용되는 것과 같은 운전이 요구되지 않으며, 또한 가상사고의 방지 혹은 완

화를 위한 열제거원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지 않는다. 발전소의 부하감발 혹은 터빈정

지 시 터빈우회계통의 고장은 압력방출밸브의 작동을 초래함은 물론 안전밸브까지도 

작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계통성능분야 담당자는 주증기계통 연결부위로부터 주복수기까지의 계통을 검토 

한다.

1. 터빈우회계통 혹은 계통 기기들의 고장이 필수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검

토한다.

2.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상 및 비정상 운전조건시 필요한 터빈우회계통의 기능상 

요건들을 검토한다.
가. 누설이나 오작동이 발생한 부분을 격리시킬 수 있는 능력

나. 적합한 운전 시험 및 가동 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다. 가상의 계통배관 손상이 안전관련 설비들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

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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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터빈우회계통의 계측제어 오동작으로 인한 터빈우회계통의 부적절한 작동이 

원자로 과도상태를 수반할 가능성의 감소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터빈우회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및 3.2.2절에 대

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기기들에 대한 내진 및 품질등급분류가 적절하게 적용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격납건물 외곽에 위치하는 고에너지 및 중 에너지 배관의 균열, 파열에 관계

되는 부록 3.6.1-1 “격납건물 외부의 유체계통 배관의 가상파손에 대한 보호”
에 대한 터빈우회계통의 만족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

다.
나.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고에너지 및 중 에너지 배관의 균열과 파단에 관계

되는 부록 3.6.2-1 “격납건물 내·외부의 유체배관계통에서의 가상 파단위치”
에 대한 만족성 여부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2절에 따라 수행한다.

3. 원자로심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4.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터빈우회

계통의 용량이 원자로 과도상태 해석과 일치됨을 결정한다.

4.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화재방호에 대해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4.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가동중시험계획 및 시운전계

획을 검토한다.
다.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기술지침서에 대해 검토한다.

5.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 

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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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둥에 관한 설계기준) :   
터빈우회계통의 배관파단 또는 오동작으로 인한 동 계통의 고장이 필수적인 계통

이나 기기(안전정지, 사고방지 및 완화를 위한 필수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 정상운전중 발전

소를 정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계통의 능력과 관련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터빈우회계통의 작동은 안전계통에 대해 요구하는 중복성 및 전원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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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터빈우회계통의 배관파단 또는 오동작으로 인한 동 계통의 고장이 필수계통 또는 

기기(안전정지, 사고방지 및 완화를 위한 필수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

다. 이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정상운전, 보수, 시험, 가상사고

시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

영향 둥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가상

배관 파단과 같은 동적영향은 사고해석 검토시 제외될 수 있으나, 유체계통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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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단 가능성이 배관의 설계기준 조건보다 훨씬 낮음을 제시함으로써 승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터빈우회계통이 손상 또는 그 계통의 기기들 중 어떤 기기

의 고장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요건을 적용한다. 동 요건의 만족은 터빈우회계통의 손상이 안전성에 중요한 구

조물,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한다. 

2. 정상적인 발전소 정지동안 잔열을 제거하는 신뢰성 있는 계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의 요건은 정

상운전 동안 발전소를 정지하기 위하여 터빈우회계통이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보임으로써 보장된다. 터빈우회계통의 운전은 이 기준의 중복성과 전원요건을 만

족시키기 위하여 안전계통들에만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터빈우회계통이 

동 요건에서 기술한 잔열제거계통이 아님에도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어야 하며, 
발전소 정상정지 기간 중 터빈우회계통의 사용이 안전에 중요한 계통의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본 요건을 적용한다. 동 요건의 만족은 잔열제거계통이 운전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계통이 명시된 핵연료 설계제한치 또는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노심으로부터 잔열을 전달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장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아래 기술된 절차들로부터 검토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검토절차들은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근거한다.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자는 신청자

가 제안한 대안이 II절의 관련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

고 있는지를 평가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심사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
거 및 예비설계가 II항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운영

허가 심사 시에는 초기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운영허가에 대한 심사절차는 신청자에 

의해 준비된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과 의도가 계통시험, 최소성능 및 감시에 대한 요

건과 일치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검토주관부서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항에서 명시된 검토결과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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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다른 검토부서를 총괄하고 다른 분야의 검토영역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검

토책임자는 본 검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입력자료를 얻고, 이를 이용

한다. 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 본 안전심사지침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강조한

다.

1.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계통 설명, 배관 및 계기도면이 동 계통 및 기기를 

적절히 기술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정격 주증기유량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터빈우회계통의 용량 및 방출밸브의 용량 

사이의 관계, 원자로 및 터빈정지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원자로 출력 단계변

화 그리고 원자로제어봉 이동 혹은 증기우회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기부하

의 단계적 변화 등을 포함하는 계통 설계기준 및 계통 성능평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다.

3. 검토자는 공학적 판단,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

한다. 
가. 터빈우회계통 고장은 어떤 필수계통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항

을 입증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은 허용가능하다.
나. 터빈우회계통 고에너지 배관의 파손이 그 계통에 인접한 안전관련 계통 및 

기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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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작성한다.

   터빈우회계통은 주증기계통 연결부에서 주복수기까지 모든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하

고 있다. 터빈우회계통의 검토범위에는 배치 도면, 배관 및 계기도면 그리고 터빈우회

계통 운전에 필수적인 보조지원계통에 대한 서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검토에서 터빈우회계통에 대한 허용근거는 다음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29조(잔열제거설비)에 기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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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설계,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만족시키는 지에 있다. 

1. 신청자는 터빈우회계통이 고장 났을 때에도 안전정지 조건이 확보 가능하도록 요

구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

기준) 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2. 신청자는 정상운전동안 발전소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터빈우회계통을 사용하는 능

력에 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요건을 

만족하였다. 터빈우회계통은 터빈발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운전 중에 발전소

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증기가 주복수기로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다.

3. 검토자는 터빈우회계통의 설계가 적용 가능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설계기준, 규제지침 및 산업기술기준을 만족하므로 동 계통은 허용가능

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3. 10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4, "Environmental and 

Dynamic Effects Design Bases."
4. 10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34, "Residual Heat 

Removal."
5. Branch Technical Position 3-3, "Protection Against Postulated Piping 

Failures in Fluid System Outside Containment."
6. Branch Technical Position 3-4, "Postulated Break and Leakage Locations 

in  Fluid System Piping Outside Containment."
7. Branch Technical Position 10-2, "Design Guidelines for Avoiding Water 

Hammers in Steam Gener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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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5절 순환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순환수 계통은 터빈과 보조계통에서 배출된 폐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복수기에 

연속된 냉각수를 공급한다.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순환수계통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다음 사항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본 계통의 기능요건에 대하여 순환수 계통의 성능을 검토하고, 악화된 환경사건,

예상운전과도 및 소외전원상실과 같은 사고 상태 영향을 검토한다.

2. 오동작, 기기의 고장, 확관이음부의 파손을 포함하는 순환수 배관의 파손이 인접한 

안전관련 계통의 성능에 허용되지 않는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는가를 결정하기 위

하여 순환수계통과 다른 계통과의 연계영역을 검토한다.

3. 다음 사항에 대하여 순환수계통의 설계를 검토한다.

가. 안전계통 또는 기기의 의도된 안전기능이 순환수계통의 누설에 의해 방해받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지역으로의 범람을 방지하거나 감지 및 제어하는 

능력

나. 비정상적이고, 불안전한 운전상태를 알려주는 기기 및 설비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순환수 계통과 관련하여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

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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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고에너지 및 중 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계통의 품질등급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계통기기 및 배관재질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부식, 유기물 오염, 수질제어를 

위한 제안된 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부식, 유기물 오염 등 수질관리를 위

해 사용되는 첨가제가 계통의 재질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순환수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수위 위험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2.4.1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유체운반계통에 범람이 발생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따라 건물내부 범람으로부터 안전관련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평가한다.

3.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 7.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

전관련 계통이나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전과 관련되는 계측제어 사항을 

검토한다.

4.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과 8.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관련 계통이나 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력계통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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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검

사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순환수계통의 허용여부는 동 계통의 기기

나 배관의 파손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방출수의 영향을 감당하기 위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는

가에 근거를 둔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준수는 다음 항목을 만족하는 것에 근거를 둔다.

1. 안전계통 또는 기기의 의도된 안전기능이 순환수계통의 누설에 의해 방해받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지역으로의 범람을 방지하거나 감지 및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2. 확관이음부를 포함한 순환수계통 배관 또는 기기의 파손이나 오동작이 안전관련 

계통이나 기기의 기능적 능력에 허용이 불가능한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는 순

환수계통이 안전 관련이 아님에도 안전에 중요한 계통이나 기기들의 범람과 같은 악

화된 환경조건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순환수계통 설계를 제

한한다. 동 요건의 만족은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가 의도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이 가능한 방법을 어떻

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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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심사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

거 및 예비설계가 II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운영

허가 심사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

에 적절히 적용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검토자는 I항 검토분야에 언급된 것과 같이 다른 검토주관부서에 대한 의견을 통합

하고 본 검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증할 수 있는 입력자료를 얻고, 이를 이용한다.

검토자는 어떤 특별한 경우 아래의 안전심사지침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중점 검

토한다.

1. 순환수계통이 안전 관련은 아니지만, 동 계통이나 기기의 손상이 안전관련 기기 

혹은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기, 배관 혹은 확관이음부의 누설 또는 파단 

등에 의하여 순환수계통으로부터 다량의 물이 인접지역에 심각하고 허용이 불가능

한 범람을 일으킬 수 있다. 검토자는 계통기기의 성능과 건전성에 대한 수력학적 

과도상태 및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가 설계에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확관이음부의 파손에 따른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의 검토

자는 나비형 밸브(Butterfly Valve)가 안전등급 요건에 따라 설계되지 않는 한 파손

된 확관이음부로 부터 순환수계통의 흐름을 차단하기에 유용하지 않다고 가정하

며,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명과 도면을 검토하여 안전관련 설비를 포함하

는 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범람을 예방하고 범람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2.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누설을 감지하고 계통을 유지할 능

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순환수계통을 검토한다.

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근거로 검토자는 수질화학의 제어, 장기부식과 

유기물 오염의 제어에 대한 신청자의 제안된 방법과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화학

적 첨가물들이 계통재료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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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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수계통은 주복수기에 계속적으로 냉각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기 및 

설비를 포함한다. 동 계통은 안전정지, 사고방지 또는 사고완화에 필요한 계통이 아니

기 때문에 비안전등급, 품질등급분류 D 요건에 따라 설계된다. 순환수계통에 대한 신

청자의 제안된 설계기준 및 근거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검토자는 순환수계통의 설

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가능하다.

신청자는 순환수계통 기기나 배관의 파손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출수의 영향에 관

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

건을 만족하였다. 순환수계통으로부터 누설로 인해 계통 또는 기기의 의도된 안전기능

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관련 지역의 범람을 막거나 또는 감지 및 제어하는 설계 

설비 또는 확관이음부를 포함하는 순환수계통의 기기 혹은 배관의 기능오류가 안전관

련 계통 및 기기의 성능에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설비설계에 근거를 둔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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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6절 복수정화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복수정화계통은 주증기계통으로부터 습분동반에 의해 동 계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증기발생기 누설 혹은 복수기 부식으로 인하여 용해되거나 부유하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동 계통은 안전정지나 가상사고 완화에 요구되는 계통은 아니지만 가압경수형 원자로

에서 2차 계통 냉각수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검토자는 복수펌프 후단의 공급점에서부터 급수가열기 전단의 배출점까지 그리고 유

출물 처리계통과의 연계영역까지 동 계통을 검토한다.

동 검토는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급수가 수질요건(부록 5.4.2.1-1)에 만족하는 지를 

판정한다. 복수기 튜브 누설사고시 복수 및 급수계통이 격리될 때까지 염화물 및 다른 

오염물 농도를 허용치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판단하

기 위하여 복수기를 검토한다. 또한 운전조건에 대한 제작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복수정화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5.4.2.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증기발생기 재질과 함께 냉

각수 수질 화학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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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동 설계가 고․중 에너지 계통 배

관파단과 균열에 대하여 부록 3.6.1-1의 권고사항을 만족하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동 계통을 검토한다. 부록 3.6.1-1의 준수는 복수정화계통 배관 사고로 

인해 다른 안전관련 계통이 작동 불능이 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11.2절에서 11.4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핵분열 및 부

식 생성물 농도에 미치는 동 계통의 영향과 방사성 폐기물계통 요건에 미치

는 기사용 수지와 재생용액량의 영향을 결정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복수탈염계통에 대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검

사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동 계통에 대한 허용기준은 1차 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나쁜 

수질화학 조건을 방지하기 위한 수질화학제어에 관련된 일반설계기준 14의 요건을 만

족하는가에 근거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제22조

(원자로냉각계통 등) : 제21조는 1차 냉각재 압력경계가 비정상적인 누설, 급속전

파 파괴 및 대형 파괴의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장하도록 설계, 제작, 설치 및 시

험되어야 한다. 또한, 제22조는 복수정화계통이 압력경계 건전성 사고를 유발하는 

부식방지를 위한 수질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동 요건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세



제10.4.6절     개정 5 - 2015. 12- 3 -

부적인 기준은 안전심사지침 5.4.2절의 부록 5.4.2.1-1에 냉각재 순도 수준을 유지

하는 허용가능한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이 가능한 방법을 어떻

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건설허가 심사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근

거 및 예비설계가 II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가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운영허

가 심사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검토주관부서는 I항의 검토 분야에 기술

된 바와 같이 다른 검토주관부서의 의견을 통합하고 본 검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

증할 수 있는 입력 자료를 얻고, 이를 이용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공학적 판단, 운전경험, 이전에 승인된 유사한 계통의 

성능 특성을 이용하여 계통 설계 자료와 도면을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복수정화계통의 설계가 복수정화능력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고, 요구되는 순도

의 유출물을 공급하고, 계통의 효율성을 감시하는 적절한 계측기기를 포함하는지

를 확인한다. 가압경수형에 대하여 부록 5.4.2.1-1을 참고한다. 검토자는 신청

자에 의해 채택되는 수질화학 지침과 표준이 모든 영향을 받는 계통에 일관

성있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검토 공유영역에 열거되어 있는 

다른 안전심사지침 검토와 함께 안전심사지침 10.4.6절 검토를 통합해야 한다.

나. 동 계통은 필요한 경우 기사용 수지나 재생용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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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계통에 연결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동 계통의 고에너지 및 중 

에너지 배관 파단의 영향으로부터 다른 안전성 관련 계통이 작동 불능이 되지 않

는가를 확인한다.

3. 방사선평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절, 11.3절, 11.4절에 따라 액체 및 

고체 처리계통의 기사용 수지 및 수지재생 용액을 취급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을 판정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12.2절에 따라 복수탈염기의 차폐설계 적합성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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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정화계통은 복수에 함유될 수 있는 용존 또는 부유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필요

한 모든 기기와 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복수정화계통에 대해 신청자가 제출한 설계기

준과 설계근거, 그리고 계통 운전요건의 검토를 토대로 검토자는 복수정화계통과 지원

계통의 설계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의 1차 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 요건을 만족한다면 허용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

러한 결론은 신청자가 증기발생기 튜브 및 재료의 부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상태 동안 2차측 급수에 대하여 허용 범위 내로 화학제어를 유지하는 것

에 관련되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의 요

건을 만족시켰으며, 이로 이하여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냉각재 누출의 가능성과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기초를 두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및 제22조(원자로냉각계통 등)의 요건은 부록 5.4.2.1-1을 만족

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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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7절 복수 및 급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복수 및 급수계통은 요구되는 온도, 압력 및 유량의 급수를 증기발생기에 공급한다. 복

수펌프에 의해 주복수기 온수조(Hotwell)에서 양수된 복수는 저압급수가열기를 지나 

급수펌프로 보내진 다음 고압급수가열기를 통과하여 증기발생기로 공급된다.

검토자는 복수기 출구에서부터 증기발생기와의 노즐연결부로부터 가열기 배수계통

까지의 복수 및 급수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

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검토한다. 2차 보충수계통과 보조급수계통과의 연계영역이 있으며, 동 계통은 정상

정지를 위해 사용된다. 안전정지나 가상사고시 필요한 복수 및 급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증기발생기 급수배관에서부터 최 외곽 격납건물 격리밸브까지의 급수배관뿐이다.

본 계통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토자는 정상운전 및 정지 시에 요구되는 충분한 급수를 증기발생기에 공급하는 

능력에 관하여 복수 및 급수계통의 특성을 검토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허용 가능한 설계가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한다.

가. 기능설계요건과 내진설계 등급분류 관점에서 동 계통과 보조급수계통 및 복수

정화계통과의 연계영역

나. 정상운전뿐만 아니라 비정상 혹은 사고조건동안 발생 가능한 유체유동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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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수격현상)과 관련하여 증기발생기로 들어가는 보조급수계통 배관

을 포함한 급수계통 배관

다. 안전관련 설비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계통의 누설 감지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복수 및 급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

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보조급수계통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0.4.9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펌프 및 밸브의 가동 중 시험계획에 대한 적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6절

에 따라 수행한다.

다. 화재방호계획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장에 따라 수행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홍수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4.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토네이도를 포함한 자연현상에 의한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4절에 따라 수행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내부 비산물 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외부 비산물 방호가 필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

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 에너지 배관파단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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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을 따라 수행한다. 또한 계통 배관에서 심

각한 수격현상과 관련있는 장비 및 구속물의 적절성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

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허용성을 판정하며 수격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기의 시험계획을 검토한다.

4. 계측제어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기계 및 전기적 기기의 환경검증을 검토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심사지침 15.1.1절에서 15.1.4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급수 유량 

제어의 오동작으로 인한 과도현상이 일차계통 압력경계 건전성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다.

나. 안전심사지침 15.2.7절에 따라 정상 급수유량상실이 핵연료 손상 기준 또는 계

통 압력경계 건전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6.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3.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정상,

과도상태 및 사고 조건 중에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의 관점에서 계통의 

전원(동력원)을 평가한다.

7.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

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계통기기에 대한 내진과 품질등급분류의 허용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2.1절

에 따라 수행한다.

나. 내진범주 I급 계측기 및 전기설비의 내진 등급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동 계통과 지원계통을 수용하는 건물에 대해 안전정지지진, 가능최대홍수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을 견디기 위한 내진범주 I 구조물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계해석, 절차, 기준의 허용성에 대한 검토는 안전

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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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계통기기에 대한 가동 전 검사 요건의 만족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6.6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안전등급 2 및 3인 기기의 재료선정 및 제작, 파괴인성과 침식/부식을 포함한 

급수계통 재료의 평가는 안전심사지침 10.3.6절에 따라 수행한다.

9.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7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증기발생

기 수위제어 계통에 관련된 계측 및 제어를 검토한다.

10.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

계획을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안전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안전

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복수 및 급수계통의 설계 적절성은 다음의 법규 및 일반설계

기준 요건의 준수여부에 근거를 둔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안

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토네이도, 태풍 및 홍수와 같은 자연

현상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동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 비안전

관련 부분은 규제방침 C.2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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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설계기준) : 정상운

전뿐만 아니라 비정상 또는 사고조건동안 발생 가능한 유체유동 불안정성(예를 

들면, 수격현상)에 의한 동적영향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증기발생기의 수격현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에 

포함된 지침

나. 급수제어 유발 수격현상과 관련하여 NUREG-0927, “Evaluation of Water

Hammer Occurrences in Nuclear Power Plants,” 개정 1에 포함된 수격현상 

방지 및 완화 지침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다수호기 발전소에

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공유로 인하여 안전기능 수행능력을 

손상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들은 타호기와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부터 최종 열제거원으로 열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동 계통의 성능 및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운전과 사고 조건하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최종 열제거원으로의 

열 부하 전달 능력

나.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가정한 사고 조건하에서도 안전기능이 수행되기 위한 

기기의 다중성(소외전원 상실사고와 동시 발생 가능)

다. 계통안전기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기, 부계통 또는 배관을 격리시키

는 능력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동 계통

의 건전성 및 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가

동 중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제10.4.7절     개정 5 - 2015. 12- 6 -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제

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

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

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

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검토자는 건설허가 검토단계에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설계기준 및 근거와 예

비설계가 본 안전심사지침 II절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지를 판정하고 운영허가 검토

단계에는 초기의 설계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

절히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검토자는 본 안전심사지침의 I항에 기술된 연계 검토분야에 대한 검토를 총괄하고, 정

상 및 비정상상태 하에서 동 계통의 기능을 적절히 기술하고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

여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계통설명과 도면을 검토한다. 아래의 검토절차는 급수 및 복수

계통의 검토를 위한 것이며, 특별한 경우에 적절하다면 본 검토절차 내용을 선별하여 

강조할 수 있다.

1. 모든 운전모드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동 계통을 설계하여야 하며, 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 결과를 이용

한다.

2. 모든 운전모드중 배관에서 일어나는 수력학적 불안정을 방지하도록 계통배관을 

설계하여야 한다. 검토자는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 모형시험 및 분석의 결과 또는 설치된 계통의 설계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안된 시험을 평가하며, 증기발생기는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에 따라 

검토한다.

급수제어밸브와 제어기 설계가 요구된 제어기능, 제어 및 압력강하 특성 범위,

밸브 행정, 트림(trim) 등의 부과된 운전조건하에서 그 계통을 안정시키기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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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험 및 운전경험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신청

자는 수격현상과 이의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

전소 운전 및 보수 절차서를 검토한다. 수격현상 방지 및 완화를 위한 지침은 

NUREG-0927, “Evaluation of Water Hammer Occurrences in Nuclear Power

Plants,”를 참조한다.

3. 최 외곽 격납건물 격리밸브와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밸브 후단의 모든 배관은 내

진범주 I급 요건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내진설계에 대한 검토와 내진 및 품질

등급분류에 대한 검토는 본 안전심사지침 I항에 따라 수행한다.

4. 필요시 보조급수계통을 사용하여 발전소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는지 복수 및 

급수계통 설계를 검토한다.

5. 계통으로부터의 누설을 감지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제공되는지 동 계통의 설계를 

검토한다.

6. 동 계통의 필수부분은 열악한 환경현상이나 소외전원 상실사고 시에 요구된 계통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자연현상에 대한 방호검토는 안전심

사지침 3장에 따라 수행한다. 검토자는 동 계통의 필수 부분에 인접한 내진범주 I

이 아닌 다른 계통이나 동 계통의 비필수 부분의 고장이 복수 및 급수계통의 필

수부분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지를 공학적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의 결과

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복수 및 급수계통의 필수부분에 인접하거나 필수부

분을 포함하고 지지하는 비내진범주 I 구조물의 고장이 필수부분의 운전을 방해

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7. 재질 기준 및 검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배관계통 설계는 침식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허용 가능한 검사 프로그램 지침은 

Generic Letter 89-08, “Erosion/Corrosion-Induced Pipe Wall Thinning” 및 EPRI

NP-3944, “Erosion/Corrosion in Nuclear Plant Steam Piping Causes and

Inspection Guidelines”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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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수호기 발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에 중요한 복수 및 급수계통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공유가 의도된 안전기능 능력을 방해하지 않음을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수 및 급수계통은 복수기 출구에서부터 증기발생기와의 연결 부위까지, 그리고 

가열기 배수계통까지의 모든 기기와 설비를 포함한다(2차측 보충수계통 및 보조급수계

통 연계지역 포함). 신청자가 제출한 복수 및 급수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설계

기준, 설계근거 및 안전등급분류와 모든 운전조건에서의 계통 성능요건 검토에 근거하

여 동 계통 및 부속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31조 

(최종 열제거설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기술된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

론을 내리며, 이러한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안전성관련 부분에 대한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의 규제방침 

C.1과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규제방침 C.2를 만족함에 따라 지진의 영향을 견

딜 수 있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2.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급수계통을 설계하여 발생 가

능한 유체유동 불안정(예, 수격현상)에 의한 동적영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이

로서 증기발생기에서 수격현상의 가능성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 신청자는 

급수조절밸브와 조절기를 설계에 수격현상 발생가능성을 적합하게 고려하였고,

수격현상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보장하도록 운전 및 보수절차

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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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성에 중요한 공유 계통 및 기기의 성능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의 요건을 만족한다.

각 호기간의 복수 및 급수계통의 상호 연결은 어느 한 호기에서의 사고 결과를 

경감시키고 안전정지를 달성시키는 능력이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호기의 안전 

정지를 달성시키기 위한 능력에 저해됨이 없이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4.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최종 열제거원까지 열 부

하를 전달할 수 있는 다중계통 및 격리 가능한 계통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최종 열제거 설비)의 요건을 만족한다. 신청자

는 복수 및 급수계통이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하에서 원자로계통의 열 부하를 전

달하기 위한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신청자는 

동 계통의 어느 부분이 소내 또는 소외 전원상실과 단일고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시 동 계통의 안전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격리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

5. 침식 및 부식에 대한 배관 검사 및 피로에 대한 급수 노즐검사를 포함하여 안전

관련 기기와 설비의 가동 중 검사를 허용하는 급수계통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냉

각수계통의 검사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

‧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한다.

6. 동 계통 및 기기의 기능시험을 허용하는 급수계통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냉각수계

통의 시험에 대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만족한다. 기능시험은 정상운전, 정지 및 사고 조건 시 구조적 

건전성과 기밀성, 운전성 그리고 능동기기의 성능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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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최종 열제거설비)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6.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7.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 “증기발생기에서의 수격현상예방 설계지침”

8. Generic Letter 89-08, “Erosion/Corrosion-Induced Pipe Wall Thinning.”

9. NUREG-0927, Revision 1, “Evaluation of Water Hammer Occurrences in Nuclear

Power Plants”

10. EPRI NP-3944, “Erosion/Corrosion in Nuclear Plant Steam Piping Causes and

Inspec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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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8절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검토자는 건설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시에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

준, 근거 및 예비설계가 해당 분야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검토한다. 검토자는 운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시에 초기 설계기준과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 

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확인한다.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부터 입자화되고 용존된 불순물의 제거능력에 대

한 설계근거를 검토하여 예상운전과도(주복수기 내부누수 및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를 포함한 정상 운전 중 증기발생기의 2차측에 최적의 수질화학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근거는 예상 및 설계유량이 모든 운전형태(공정 및 공정우

회), 공정설계 변수 그리고 설비설계용량, 온도에 민감한 처리공정(탈염 및 역삼투)에 

대한 예상 및 설계온도, 그리고 설정된 변수 내에서 운전유지를 위한 공정 계측제어에 

관한 고려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증기발생기 취출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

당부서와 협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9.3.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동 계통의 

시료채취 능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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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Branch Technical Position(BTP) 5-3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가압경수로 이차측 수질화학 조건을 검토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 10.3.6

절 유속 증가에 의한 부식저항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및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내진분류 및 품질등급분류를 검토한다.

4.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5.3절, 3.7.1절에서부터 

3.7.4절까지, 3.8.4절 및 3.8.5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안전정지지진 (SSE), 가

능최대홍수 (PMF) 및 토네이도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효과에 견디도록 계통 및 

지원계통을 둘러싸고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능력을 확립하는데 사용된 설

계해석, 절차 및 기준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5.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절, 11.3절, 11.4절에 대한 검토주

관부서로서 액체, 기체 및 고체 폐기물처리에 대해 검토하고, 액체 및 기체 공정 

그리고 유출물의 방사능 감시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에 따라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관련 설비가 작동 불가능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고에

너지 및 중 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7.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2.4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격납건

물 격리 신뢰성(10 CFR 50.34(f)(2)(xiv), NUREG-0737 II.E.4.2)을 평가하고 일차측  

격납 건물로 관통되는 취출 배관이 격납건물 격리신호에 따라 격리되는가를 평가

한다.

8.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1절, 17.2절, 17.3절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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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의 원자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검사

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기기들은 품질표준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증

기발생기 취출계통 기기들은 내진범주 I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계기들이 제

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수 및 계통들을 미리 설정된 운전범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어기능도 제공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일차 냉

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차측 수질화학이 조절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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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

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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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 요

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중 

격납건물내부의 증기발생기 연결부로부터 격납건물의 외부 첫 번째 격납건물 격리

밸브까지는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B이고, 격납건물 격리밸브 후단계통은 

Regulatory Guide(이하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Light-Water-Cooled

Nuclear Reactor.“, 규제방침 C.1.1을 따른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 요구조건을 만족

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차측

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수질을 운전범위 내로 유지하고, 운전변수를 감시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예상운전과도를 포함하여 정상운전 기간 동안 이차냉

각수의 화학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계 취출 유량을 수용할 수 있

는 용량이어야 한다.

나. 설비용량은 설계 취출 유량에 근거하고 열에 민감한 공정에 대한 온도제한치

를 초과하지 않는 용량이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내용을 검토한다.

가.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설계가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사건(예를 들면, 주복수

기 내부누수 혹은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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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기 위하여 압력, 온도, 유량, 2차 냉각수의 화학조건 등을 검토한다. 또

한 설계 변수들이 적합한가를 결정한다. 만약 제안된 계통이 열에 민감한 물

질(예를 들면, 탈염, 역삼투)이 있는 공정을 포함한다면, 설계가 온도에 민감한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측제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적절한 기기

를 이용하여 예상된 방사능준위로 제염, 액체수위 및 계통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계측 및 공정제어 계통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계측 및 제어 검토

는 안전심사지침 7.7 절차에 일치되는지를 검토한다.

나.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비정상 설계조건과 계통의 의도된 기능 수행여

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설계된 배관 및 계기도면, 공정도, 운전방법, 제공된 공

정 그리고, 취출계통과 다른 계통과의 연계부분에 대해 검토한다.

다. 부록 5.4.2.1-1에 따라 증기발생기 취출 시료에 대한 이차측 냉각수 수질 계획

을 검토한다.

라. 동 계통 및/또는 계통기기들 사이의 경계부분에 대한 등급분류가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및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Light-Water-Cooled Nuclear Reactor“의 지침

과 수행되어야 할 안전기능의 중요성과 일치하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계재

료분야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한다.

2. 구조부지분야 담당부서는 내진설계를 검토하고,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I항에 제

시된 것과 같이 동 계통에 대한 내진설계분류 및 품질등급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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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이차측 냉각수내의 화학적 불순물의 농도와 방사성물질을 

제어할 수 있다. 동 계통의 설계에 대한 검토 시 배관 및 계기도면, 내진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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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설계공정 변수 그리고 계측 및 공정 제어들을 확인하였다. 신청자의 제

안된 계통의 운전 및 제어 공정 변수에 대한 평가가 검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2.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설계는 증기발생기 튜브 및 재질들이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

도 동안에 부식 제한이 설정된 운전범위를 유지하고 운전 값을 감시함으로써 원자

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계측 및 제어장치)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3.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설계는 증기발생기 튜브 및 재질들의 부식을 감소시킴으로써 

일차측에서 이차측으로의 누설 량 및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

도 동안에 만족할 만한 이차 수질화학 제어조건을 유지함으로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건을 만족하였다.

4.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중 격납건물 내부의 증기발생기 연결부로부터 격납건물 외부

의 첫 번째 격납건물 격리밸브까지는 RG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및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에 의하여 내진범주 I 및 품질등급 B로 분

류되어 있다. 격납건물 격리밸브 후단계통은 안전관련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

범주 I 에 속하지 않고 이것은 RG 1.143, "Design Guidance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in Light-Water-Cooled

Nuclear Reactor“ 규제방침 C.1.1 등급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증기발생기 

취출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

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5.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심사의 기초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

조(안전등급 및 규격),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20조(계측 및 제어장

치),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요구사항에 일치되어야 하고 허용 가능하여

야 한다.

V. 참고문헌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등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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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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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16)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검사에 관한 규정”

6. 10 CFR 52.47, “Contents of Applications.”

7. 10 CFR 52.97, “Issuance of Combined Licenses.”

8.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Waste 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9.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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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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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NUREG-0737 Task II.E.4.2,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

12. Branch Technical Position MTEB 5-3, "Monitoring of Secondary Side Water

Chemistry in PWR Steam Generators", attached to SRP Section 5.4.2.1, Steam

Generato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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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4.9절 보조급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보조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발전소 고온

대기 유지와 정지냉각계통 연결시점까지의 원자로 냉각기간 동안 증기발생기로 보조

급수를 공급하여 정지냉각계통이 운전 가능한 압력 및 온도까지 발전소를 안전하게 

냉각시키기 위한 충분한 보조급수를 공급하는 안전성관련 계통이다. 보조급수계통은 

발전소 정상출력운전을 위한 운전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

검토자는 본 계통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5조(원자로

제어실 등),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1조(최종열제거설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요건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며 또한 발전소정전사고(SBO)를 극복하기 위

해 필요한 잔열제거기능을 수행하는데 동 계통이 사용되는 경우, 보조급수계통설계와 

관련된 10 CFR 50.63, "Loss of all alternating current power"(이하 “RG 1.155“) 요건

을 준수하는 지 검토한다.

발전소 정상운전 시 사용되는 복수저장탱크와 비상운전 시 사용되는 내진범주 I급의 급

수공급원 간 경계부분의 모든 기기(펌프 ,밸브 , 배관, 제어기 및 계측기 등)에서부터 

상호연결 및 교차(CROSS) 부분을 포함한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부위까지 검토하며 소

형냉각재상실사고 및 소외전원상실 등 사고 조건 및 예상과도 등에 의해서 동작되어야 

하는 보조급수계통 주요 기기, 즉 펌프, 밸브 및 배관의 기능적 관점의 성능을 검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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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계통의 단일 오동작, 기기의 고장 또는 냉각원의 상실이 계통의 안전관련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음을 검토한다.

각 검토주관부서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한다.

1. 비필수 장비 및 기기들의 고장으로 인해 계통의 필수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동 계통은 단일능동고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동 계통은 동력공급원의 다양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하나의 교류전원 공급원과 다

른 하나의 증기 또는 직류전원 공급원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등, 정해진 동력공급

원을 갖춤으로써, 계통의 성능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4. 동 계통은 정상운전, 과도 또는 사고 조건에서 배관 내 수격현상과 같은 유체유동 

불안정상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안전심사지침 10.4.7절 “보조 및 급수계

통” 참조).

5. 과도한 누설 또는 기기 오동작의 경우 이를 감지하고 누설제어 및 계통의 일부를 

격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6. 운전가능성 시험을 위한 설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7. 계통이 올바른 형태로 운전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측 및 제어설비가 마련

되어야 한다.

8. 계통은 작동신호를 받으면 보조급수 유로가 자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

9. 동 계통에 의해 수동으로 보호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Regulatory Guide(이하 

“RG") 1.62, "Manual Initiation of Protective Actions"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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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압된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보조급수를 자동으로 중단시키고, 건전한 증기발생

기로 급수되는 요구 유량을 자동으로 제공할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감압된 증기발생기가 격리되지 않는 경우 격납건물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고, 최

소요구유량이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공급됨이 확인되면, 감압된 증기발생기를 격리

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는 대체 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11. 동 계통의 보조급수 저장용량은 상온정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한다.

검토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검토연계분야의 관련부서는 잔열제거를 위한 최소유

량 요건이 만족되는 지를 확인한다.

12.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에 발전소 운전기간동안 동 계통의 신뢰성이 항

상 보장되도록 운전제한조건 및 정기점검요건이 규정되어야 한다.

13.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계통의 설계가

NUREG-0611, "Generic Evaluation of Feedwater Transients and Small Break

Loss-of-Coolant Accidents in Westinghouse - Designed Operating Plants"(이하 

“NUREG-0611”) 및 NUREG-0635, "Generic Evaluation of Feedwater Transients

and Small Break Loss-of-Coolant Accidents in Combustion Engineering -

Designed Operating Plants"(이하 NUREG-0635”)에 명시된 장단기 권고사항을 만족

하는 지를 검토한다.

14. 보조급수계통의 신뢰도분석은 NUREG-0737, "Clarification of TMI Action Plan

Requirements"(이하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항목 II.E.1.1과 10 CFR

50.34(f)(1)(ii)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15. 검토자는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 계통의 설계가 수동 및 자동 기동

과 관련한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항목 II.E.1.2의 요건 및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ATWS) 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자동기동과 관련한 10 CFR 50.62,

"Requirements for reduction of risk from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ATWS) event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s"(이하 “10 CFR 50.62”)(c)(1)

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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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검토자는 본 지침의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이하 부록 ”5.4.7-1“)에 

따라 가장 심각한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하고 주제어실에서 안전등급 기기만을 사용

하여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잔열제거계통 운전온도까지 냉각되도록 동 계통이 고온

정지 상태에서 적어도 4시간동안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17. 검토주관부서는 발전소 정전사고(SBO)시 붕괴열제거 용량 및 성능과 관련하여 동 

계통의 다양성과 성능을 검토한다.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보조급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2.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16.0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인 계통성

능분야 담당부서에 의해서 통합되어 수행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소내 비산물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5.1.1절 및 3.5.1.2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소외 비산물에 대한 구조물, 계통, 기기의 방호는 안전심사지침 3.5.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고에너지 및 중 에너지 배관파단의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6.1절에 따라 수행한

다.

라. 적용 가능한 코드 및 표준에 따른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설계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9.1절에서 3.9.3절까지를 수행한다.

마. 화재방호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9.5.1절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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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재료분야 및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11절에 대한 검토주관부

서로서 안전관련 기계 및 전기 장비의 환경검증에 대하여 검토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냉각재 또는 노심냉각계통의 필수기기와 동 계통 

사이에서 정상운전 또는 사고 조건 시 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적인 연계성을 확

인하고, 다양한 기기들의 냉각을 위해 이용되는 사고 후 열부하와 관련된 시간간격

을 설정한다. 또한 안전심사지침 15.8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 시 연계되는 동 계통의 성능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동 계통의 이용불능도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분석결과를 검토한다.

6. 구조부지분야 및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다음 안전심사지침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관련 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가. 안전정지지진, 가능최대홍수, 돌풍에 의한 비산물과 같은 자연현상의 영향에 

견디기 위해 동 계통을 보호하거나 지지하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의 능력을 

설정하는데 사용되는 설계기준과 절차 및 해석의 타당성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3.1절, 3.3.2절, 3.4.1절, 3.4.2절, 3.5.3절, 3.7.1절, 3.7.2절, 3.7.3절, 3.8.4절 및 

3.8.5절에 따라 수행한다.

나. 계통기기들에 대한 내진범주 및 품질등급 분류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안전심

사지침 3.2.1절과 3.2.2절에 따라 수행한다.

다. 내진범주 I급 계기 및 전기장비의 품질에 대한 검토는 안전심사지침 3.10절에 

따라 한다.

7.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6.6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계통의 기기들에 

대한 가동 중 검사요건들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가동조건에

서 제작재료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8.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의 검토주관부서로서 품질보증에 대한 

검토를 수행된다.

9.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1절, 7.3절에서 7.5절까지에 대한 검토주관

부서로서 원자로정지불능 예상과도를 포함하는 정상 및 비상조건에서 성능,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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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뢰도 관점에서 계통의 제어 및 계기를 평가한다.

10.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8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정상, 비정

상 및 비상조건에서의 성능, 용량 및 신뢰도 관점에서 전원을 평가하고 발전소정

전사고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동 계통의 설계에 대한 타당성은 다음의 법규 

및 기준의 준수여부에 근거를 둔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동 계

통과 계통을 수용하는 구조물은 지진의 영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동 계통은 안

전관련 부분에 대해서 RG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이하 “RG 1.29”)

C.1을 만족해야 하고 비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C.2를 만족해야 한다. 또한 토네

이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RG 1.117, "Tornado Design Classification

“(이하 “RG 1.117”) 그리고 범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계통에 대해서는 RG

1.102, "Flood protection Classification"(이하 “RG 1.102”)를 만족해야 한다.

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 동 

계통과 계통을 수용하는 구조물은 소내·외 비산물에 의한 효과, 배관파단을 동반한 

배관 휩 및 고속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토네이도 비산물로부터 보호되는 경

우에는 RG 1.117 그리고 배관 파단에 의한 동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계

통에 대해서는 Branch Technical Position(이하 “BTP”) 3-3, “Protection Against

Postulated Piping Failures in Fluid Systems Outside Containment”를 만족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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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 : 한 호기에서 사고발

생으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급수계통의 공유 부분에 영향을 받아, 다른 호기

의 안전 정지 및 냉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 부록 5.4.7-1에 

따라 안전등급 기기만을 사용하여 주제어실에서 저온정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및 제31조 (최종 열제거

설비) : 원자로 운전범위를 넘는 잔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발전소를 잔열제거계

통의 운전 시점까지 냉각할 수 있어야 한다. 동 계통은 보조급수펌프 구동원 및 공급

전원의 다양성에 관한 부록 10.4.9-1, “비상급수계통 펌프구동 및 동력원 다양성에 관

한 설계”(이하 “부록 10.4.9-1”)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추가로 NUREG-0611 및 

NUREG-0635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NUREG-0737의 TMI 조치계획항목 II.E.1.1

과 10 CFR 50.34, "Contents of applications; technical information"(이하 “10 CFR

50.34”)(f)(1)(ii)에 따라 보조급수계통에 대한 신뢰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보조

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는 발전소정전사고를 제외하고 10-4 ～ 10-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가 클 경우에는 보조급수계통의 안전기능을 수행

하는 다른 방법이나 또는 비정상조건에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다른 

방법과 같은 보상인자가 제시되어야 한다.

6.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동 계통의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가동 중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계측기를 

포함한 보조급수계통은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에 대한 주기적인 가동 중 시험이 수

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10 CFR 50.62(c)(1) : 원자로 정지불능 예상과도(ATWS) 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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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동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10 CFR 50.63의 요건에 따라 적절한 기간과 적절한 냉각률로 붕괴열을 제거하는 능

력을 포함하여 발전소 정전사고를 견디고 회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은 상기 규제요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안전심사지침은 규

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신청자는 설비에 대해 제안된 설계특성, 해석기술, 그리고 절차상의 조치사항들

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

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III. 검토절차

건설허가 검토 시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예비설

계가 II항에 주어진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영허가 검토 시에는 초기설

계 기준 및 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또한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운영기술지침서의 계통시험, 최소성능 및 정기

점검요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다.

보조급수계통은 원자로 정지 후 주급수계통이 사용가능하지 못할 경우 본 지침의 부

록 5.4.7-1에 규정된 바와 같이 4시간 이상의 고온대기 상태를 포함하여 설계 시 규정

된 냉각률로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발생기를 정지냉각계통(잔열제거계통)이 운전 

가능한 압력 및 온도 조건까지 냉각시킬 수 있는 급수 유량과 재고를 갖추어야 한다.

각각의 보조급수계열은 잔열제거계통 운전온도까지 냉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설계 

시 고려된 시간보다 길어지더라도 사고 및 과도 조건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유량의 급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소형파단 냉각

재상실사고 혹은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배관파단을 포함한 조건에서도 만족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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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설명서와 배관 및 계기도면(P&IDs)이 정상운전 및 발전소 안전정지운전에 사용

되는 보조급수계통의 기기 및 배열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

고서를 검토한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동 계통의 배관 및 계기도면(P&IDs),

설치도면, 기기설명서 및 특성들을 검토한다.

가. 최소한의 성능요건으로도 동 계통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비필수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동 계통의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동 계통

의 필수부분은 비필수 부분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어야 한다.

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기 및 계통설명에는 적합한 내진범주 및 품질등급이 기

술되어야 하며, 배관 및 계기도면에는 품질등급에 대한 변경지점이 표시되어

야 한다.

라. 보조급수계통과 주급수계통 사이의 격리밸브를 통하여 주급수계통으로부터 역

누설에 의한 보조급수계통 펌프의 증기구속(Steam binding) 현상을 감지하고 

완화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IE Bulletine 85-01 "보조급수펌프의 증기 구속“,

1985)

마. 보통 복수저장설비 혹은 대체 안전등급 급수원이 사용되더라도 모든 유동조건

에서 보조급수펌프 냉각을 위한 최소한 재순환유로가 제공되어야 한다.

바. 수격현상 혹은 공기에 의한 펌프 구속 현상을 유발하는 유동의 정체 혹은 공

기 유입이 발생되지 않고, 안전관련 수원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사. 원자로 정지불능과도(ATWS)조건에서 보조급수계통이 자동 동작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2. 검토자는 자연현상의 악영향,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유체배관 파단 혹은 균열, 계통

기기 고장, 소내전원의 상실 또는 소외전원 상실사고에서 요구되는 계통 안전기능

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검토자는 기술적인 판단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을 사용

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동 계통의 일부분, 즉 내진범주 I급으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동 계통의 필수부

분에 근접하여 설치된 계통 또는 동 계통의 필수부분에 근접한 비내진범주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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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보호용 또는 지지용 구조물 등의 고장으로 인해, 동 계통의 필수부분 운

전이 불가능해서는 안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부지특성, 배열 및 도면을 기

술하는 절과 구조물과 계통에 대한 내진범주 분류표를 참조한다.

나. 동 계통의 필수부분은 홍수, 태풍, 토네이도 및 소내․외 비산물의 영향으로부

터 보호되어야 한다. 범람 및 비산물에 대한 방호기준은 안전심사지침 3장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계통, 구조물과 펌프실의 설계 및 위치를 검토하여 

제공된 방호 수준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계통이 홍수, 비산물 및 태풍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내에 위치한다거나 혹은 홍수 및 비산물

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내진범주 I급의 옥내설비에 계통의 기기들이 개별

적으로 위치된다면 허용가능하다.

다. 안전정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기기 및 부계통은 소외전원상실사고 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소외전원상실시 영향을 

받는 동 계통의 기기 혹은 부계통을 확인하고, 계통유량 및 열전달 능력이 최

소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토한다. 동 계통이 상기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기술사항과 고장형태 및 영향분석(FMEA)의 

결과를 사용한다.

라. 기능상실이 없는 단일능동 기기고장에 대처하도록 동 계통은 충분한 다중성을 

가져야 한다. 보조급수저장탱크(또는 기타 수원)에서 보조급수펌프 흡입구에 

이르는 배관 및 밸브의 다중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마. 펌프동력원과 필수 계기 및 제어전원의 다양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펌프, 제어 

및 밸브를 포함한 다양성 계통은 부록 10.4.9-1에 따라 소외 및 소내 교류전원

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바. 동 계통은 작동신호를 받고 자동으로 증기발생기에 보조급수 유량을 형성하도

록 충분한 계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작동신호는 모든 보조급수펌프 및 보조

계통을 기동하고, 보조급수원을 배열하고, 보조급수펌프로부터 증기발생기에 

이르는 유로를 개방해야 한다. 또한 동 계통은 필요한 보호조치를 수동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 계통은 감압된 증기발생기로 보조

급수 유량을 자동적으로 제한(오리피스에 의한 유량제한) 또는 종료할 수 있도

록 다중의 계측설비를 갖추고, 건전한 증기발생기로 최소요구 유량이 직접 형

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유량제한 설비가 사용된 경우 건전한 증기발생기

로 충분한 유량이 형성됨을 입증하여야 하며, 감압된 증기발생기로 보조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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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격납건물 설계압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사. 동 계통은 원자로의 모든 운전범위에 대해 잔열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잔

열제거계통 운전온도까지 냉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원자로계통을 검토하

는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검토하여야 한다.

아. 내진 설계되고 안전관련 수원으로 원수가 사용 시 동 계통의 기기들이 원수 

수질을 고려하여,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유

량제어에 사용되는 기기들의 막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입자 잔존물을 여과

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동 계통의 공기구동 기기들은 압축공기상실사고를 포함한 모든 설계기준사고 

시에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동 설계는 압축공기 

구동원 상실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기가 동작되는지 여부

로 타당성을 확인한다.(Generic Letter 88-14, "Instrument Air Supply System

Problems Affecting Safety- Related Equipment")

3. 검토자는 NUREG-0611 및 0635의 권고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보조급수펌프 내구력시험에 관련한 부가적인 단기 권고사항 2번에 대해 NUREG에

서 72시간 시험을 규정하였으나 48시간 시험이면 허용가능하다. 이는 계측제어담당

자와 같이 계측제어 측면의 권고사항이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

4. 검토자는 보조급수계통 신뢰도 평가가 NUREG-0737의 II.E.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 CFR 50.34(f)(1)(ii)와 일치되도록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신뢰도 분석은 다양한 

주급수 상실 하에서 동 계통의 손상에 대한 잠재성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된다. 보

조급수계통의 신뢰도는 NUREG-0611과 NUREG-0635에 따른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

한다. NUREG-0611과 NUREG-0635에 따른 보조급수계통 이용불능도의 결정에 대

한 대체방안으로서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방법

(NUREG/ CR-2300과 NUREG/CR-2815)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 어느 방법으로

도 동 계통의 이용불능도 허용기준, 10-4 ～ 10-5를 만족하여야 한다.

5. 검토자는 보조급수계통이 10 CFR 50.63과 RG 1.155의 C.3.2.2, C.3.3.2 및 C.3.3.4에 

따라 교류전원완전상실에 대처하거나, 적용 가능한 경우 회복을 위한 붕괴열을 적

절히 제거하도록 필수 또는 비필수 교류전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충분한 능력 및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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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서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가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신청자의 검토 내용 및 계산근거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안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조급수계통은 보조급수저장탱크(정상운전) 혹은 내진범주 I급의 비상급수원(밸브 및 

교차배관을 포함)으로부터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부위까지의 모든 설비 및 기기를 포함

한다. 동 계통의 운전으로 사고결과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동 계통은 내진범주 I 등급 

요건으로 설계되었으며, 토네이도로부터 보호된 수원부터 보조급수펌프 흡입구는 내진

범주 I 등급인 자동설비도 포함된다.

신청자가 제시한 보조급수계통에 대해 설계기준 및 근거, 안전등급, 그리고 정상, 비정

상 및 사고 동안 계통성능요건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본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제15조(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 제16조(설비의 공유),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 제29조(잔열제거설비), 제31

조 (최종열제거설비),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관련된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결론은 다음 사항에 근거한다.

1. '자연현상에 대한 방호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지진관련해서는 계통의 안전관련 부분

은 RG 1.29, C.1의 요건과 비안전관련 부분은 C.2의 요건을 만족하며, 토네이도 관

해서는 RG 1.76, 1.117 그리고 홍수 및 범람의 경우에는 RG 1.59, 1.102에 따라 설

계됨으로 자연 현상으로부터 견딜 수 있다. 따라서 동 계통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요인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2. 배관파단 및 비산물 효과에 대비한 방호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15조(환경 영향 등에 관한 설계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 보조급수 펌프

와 계열이 다중의 기기들을 분리하고 비산물의 영향에 대해 방호되는 개별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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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위치하는 경우, 허용 가능하다.

3. 배관파단 및 단일 능동기기 고장을 포함한 계기의 고장이 안전정지 및 냉각을 방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계통은 계통 및 기기의 구조물 공유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설비의 공유)의 요건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4. 계통은 원자로의 즉각적인 고온정지를 위한 계측 및 제어능력과 연이은 상온정지능

력이 부록 5.4.7-1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단일 능동고장을 가정하고 

안전등급설비만을 사용하여 주제어실에서 고온대기상태에서 4시간 후에 발전소를 

잔열제거계통 운전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동 계통의 설계와 

관련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의 요건을 

만족한다.

5. 계통설계는 단일 능동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 정상운전 및 사고조건동안 원자로 잔

열을 포함한 열 부하를 전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9조(잔열제거설비) 및 제31조(최종열제거설비)의 요건을 만족한다.

계통은 적절한 다중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단일 배관파단 및 단일 능동고장에 견딜 

수 있고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계통설계는 또한 충분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

으므로 부록 10.4.9-1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동 일반설계기준의 만족과 더불어 NUREG-0611 및 NUREG-0635에 명시된 일반권

고사항도 만족하며, NUREG-0737, II.E.1.1과 10 CFR 50.34(f)(1)(ii)에 따른 신뢰도분

석도 수행하고 있다. 신뢰도분석 결과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가 10-4 ~ 10-5 범

위 내에 있음으로 허용가능하다.

6. 계통의 펌프, 밸브, 열교환기 및 배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의해 요구되는 주기적인 가동 중 검사설비가 설치

되어 있다. 본 요건은 요구되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접근성을 제시함으

로써 성취되고 있다.

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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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기 위해 보조급수계통은 원자로정지 및 원자로 냉각재상실사고 동안 본 계통

이 운전에 투입되는 모든 운전상태에서의 시험 수행능력, 보호계통의 일부로서 운

전 및 정상모선과 비상모선간의 전환 운전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8. 10 CFR 50.34(f)(1)(ii)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보조급수계통은 RG 1.155의 3.2.2, 3.3.2

와 3.3.4에 따라 발전소 정전사고시 잔열을 제거하는데 충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9. 원자로 정지 불능 예상 과도사고시에 보조급수계통의 자동기동으로 잔열제거능력을 

갖추고 있음으로 10 CFR 50.62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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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10.5절 담수계통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검토분야

증발법을 사용하여 담수를 생산하는 담수계통은, 원자로시설의 2차 계통으로부터 

증기를 공급받아 그 증기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해수와 같이 총용존고형물(TDS: Total

Dissolved Solids)의 농도가 높은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생성하고, 생성된 증기를 응

축하여 담수를 생산한다. 원자로시설의 2차 계통에는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수 있으므

로,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의 2차 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

하고 담수생산에 필요한 열을 전달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2차계통과 담수계통 사

이에는 폐쇄된 루프로 구성된 중간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담수계통은 중간계통, 증

발 및 응축계통, 해수공급계통, 농염수방출계통, 담수방출계통, 계측제어계통, 스케일

제거계통 및 기타 계통으로 구성된다.

중간계통은 증기변환기, 증발 및 응축계통의 일부, 펌프 및 연결 배관 등으로 구성

된다. 원자로시설 2차계통의 터빈으로부터 추출된 증기는 중간계통의 증기변환기로 

유입되어 새로운 증기를 생성하는 열원으로 사용되고 냉각 및 응축된 후 2차 계통 

증기발생기의 급수로 사용된다. 한편, 증기변환기에서 생성된 증기는 증발 및 응축계

통 증발기로 공급되어, 해수를 증발시키는 열원으로서 사용되고, 냉각 및 응축된 후 

증기변환기의 급수로 공급된다.

증발 및 응축계통은 다수의 증발기, 복수기 및 연결 배관으로 구성된다. 증발기는 

증기변환기로부터 공급받은 증기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해수공급계통으로부터 공급

받은 해수를 가열하여 새로운 증기를 생성한다. 해수로부터 생성된 증기는 증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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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복수기에서 냉각 및 응축되어 담수로서 생산된다.

본 안전심사지침은 증발법을 사용하는 담수계통에 적용되며, 그 목적은 원자로시설

과 연계되는 담수계통에 대하여 (1) 원자로시설의 방사성물질이 담수계통으로 이동하

는 것이 방지되며, (2) 담수계통의 운전 또는 사고가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원

자로시설의 설계에 고려되었으며, (3) 담수의 방사능 농도 감시 설계가 적합하며 담수 

등의 환경배출 설계가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의 방사성물질이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방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수계통 설계를 검토한다.

가. 원자로시설 2차계통과 증발 및 응축계통 사이에 설치되는 중간계통의 설계

나. 중간계통 압력경계의 파손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누설 탐지가, 설계특성상 방

사능 계측기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울 경우, 대체수단으로 채택되는 압력 및 

수위에 대한 연속적인 감시수단

다. 중간계통 및/또는 증발 및 응축계통에서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탐지될 경우 담

수계통을 원자로시설 2차 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수단이 설계되고 주

기적인 검사와 유지보수가 가능한 설계인지의 여부와, 운영 중 검사계획의 수립 

여부 및 그 내용을 검토한다.

2.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

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대하여 수명기간 동안 그 구조적 건전성이 유

지됨을 검토한다.

3.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 2차계통의 방사성물질이 담수계통으로 이동하

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파손을 유발할 수도 있는 부식, 침식 및 

스케일을 억제하기 위한 설계방안(재료선정, 구조, 운전조건 및 염수 수질화학 등)을 

검토한다.

4.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가 전기 및 담수생산에 동시

에 사용되는 경우의 에너지 수요 평형에 대한 안전성 평가 결과와, 부하상실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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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제거 용량을 검토한다.

5. 계통성능분야, 계측제어분야 및 전력계통분야 담당부서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담수계통과 공유되는(해수 유입구, 배출구, 전원 등)

경우, 공유설계의 안전요건 만족여부를 검토한다.

6.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1) 사업자가 설정한 담수의 방사능 농도 관리기준의 적합성,

(2) 방사능 농도 감시 방법의 적합성, (3) 감시결과의 기록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7. 방사선분야 담당부서는, 담수의 방사능 농도 관리기준 충족의 감시를 위해, 생산되

는 담수를 일단 저장하는 경우, 저장설비의 용량이 담수의 방사능 농도 확인에 소

요되는 시간동안 담수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지를 검토한다.

8.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담수설비 가동 중에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의 영향이 원

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IAEA-TECDOC-1235)

검토연계분야

검토주관부서의 검토자는 담수계통과 관련한 다음의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와 협

조하며 검토결과를 확인 및 조정한다.

1.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6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담수계

통을 원자로시설 2차 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설비에 대하여 수명기간 동안 그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시험과 유지보수가 가능한 설계인

지의 여부와, 운영 중 시험계획의 수립 여부 및 그 내용을 검토한다.

2.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7.7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원자로시

설의 2차 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의 방사성물질 누설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계측기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방사선분야 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담수계통에서 발생 가능한 과도상태 및 사고의 발생시 이를 탐지하고 담수

계통을 원자로시설 2차 계통으로부터 격리하는 제어설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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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2절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담

수 및 농염수 등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설계방안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4. 방사성폐기물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1.5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출력 운전

과 정지 기간 동안 담수계통 내의 방사능 오염도를 평가한다.

5. 안전해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5.1절 및 15.2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담

수계통에서 발생 가능한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다.

6. 기계재료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3.9.3절의 검토주관부서로서 담수계통에서

의 예상과도상태 및 사고의 발생빈도, 운전 및 사고조건이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7. 품질보증분야 담당부서는 안전심사지침 17장에 대한 검토주관부서로서 담수계통

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해 검토한다.

위와 같은 검토연계분야에 대한 허용기준 및 검토절차는 안전심사지침의 해당 절에 

포함되어 있다

II. 허용기준

규제요건

다음에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방사선.01)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

준” 등에 규정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 안전관련 

기기 및 설비의 가동 중 검사를 허용하는 설계규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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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방사선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 담수계통은 오염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액체 유출물의 방출을 제어

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담수계통의 설계허용 여부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요건을 충족하는가와, 이전에 검토되고 허용 가능한 것

으로 판정된 발전소 설계와의 유사성에 근거한다.

안전심사지침 허용기준

안전심사지침은 규제기관의 규제요건을 대신하지 않으며, 또한 이를 만족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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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의 조치사항들과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과의 차이점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안전심사지침의 허용기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안이 규제요건을 따르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감시․검사 및 보수), 제32조(방

사선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등) 요건 및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 2차 계통으로

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담수계통의 운전 또는 사고가 원자로시설

에 미치는 영향이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고려되며, 담수의 방사능 농도가 관리기준을 초

과하지 않도록, 다음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의 담수계통으로의 이동방지

가.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의 2차 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로시설의 2차계통과 담수계통의 증발 및 응축계통 사이에 

열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폐쇄된 중간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중간계통의 압력경계가 파손될 경우 이를 탐지할 수 있도록, (1) 중간계통과, (2)

증발 및 응축계통에서 방사능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야 하며, 그 계측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특성상 연속적인 누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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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방사능 계측기에 의해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압력 및 수위에 대한 연속

적인 감시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방사능 계측기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방사성 물질의 

누설이 탐지될 경우 담수계통은 원자로시설의 2차 계통으로부터 격리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다. 주기적인 시험/검사/유지보수 가능 설계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 허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의 2차 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

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증기변환기 및 첫 번째 증발기)에 대하

여는 운영단계에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

적인 검사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운영 중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담수계통을 원자로시설 2차 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기기에 대하여는 운영

단계에서 그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시험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운영 중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

다.

라. 부식 및 스케일 억제 : II.1.다.(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기에 대하여, 그 기

기의 재료, 운전조건, 구조 및 해수 수질화학은 기기의 파손을 유발할 수도 있

는 부식 및 스케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담수계통이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담수계통의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상태 또는 사고조건이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고려하여야 한다.

가.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안전해석에는 담수계통에서 예상되는 과도상태 및 사고

의 발생빈도와, 정상운전, 예상운전과도 및 사고조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담수계통에는 예상되는 과도상태 및 사고의 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계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과도상태 및 사고의 발생시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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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수요평형에 대한 평가 :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가 전기 및 담수 

생산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다음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두 연계시설의 에너지 수요 평형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 에너지 수요 평형에 대한 평가에는 부하추종 운전 등 에너지 수요의 변

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담수설비 및 전기생산 설비 중 어느 한 설비의 부하상실 시에도 나머지 설

비를 정상 가동하는 경우에는 부하를 상실한 설비의 열제거 용량에 해당하

는 용량을 갖춘 대체 열제거 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비의 공유 :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담수계통

과 공유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

(1) 원자로시설 및 담수계통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담수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자로시설의 정지, 냉각 및 잔열

제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3. 담수의 방사능 농도감시 및 환경배출 설계

담수계통은, 생산되는 담수의 방사능 농도 감시가 가능하고, 담수 등의 환경배출

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 담수의 방사능 농도 관리기준 설정 : 사업자는 담수계통에서 생산되는 담수의 방

사능 농도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담수의 방사능 농도 감시 가능 설계 : 담수계통은 생산되는 담수의 방사능 농

도가 관리기준을 충족함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담수

의 방사능 농도 감시를 위해, 생산되는 담수가 탱크 또는 수조에 일단 저장되

도록 설계하는 경우, 탱크 또는 수조의 저장 용량은 담수의 방사능 농도를 확

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상 동안 담수를 저장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다. 담수의 방사능 농도관리 및 감시결과 기록: 사업자는 담수의 방사능 농도가 관리기

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능 농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담수 및 농염수 등의 환경배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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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계통은 담수 및 농염수 등의 환경 배출시 방출물에 대한 배출 관리 규정

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III. 검토절차

다음의 절차는, (1) 건설허가 심사 시에는, 설계기준, 설계근거 및 예비설계가 II.항에 

기술된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2) 운영허가 심사 시에는 초기 

설계기준 및 설계근거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최종설계에 적절히 적용되었

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검토주관부서는 “I. 검토분야”에 언급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담당부서 및 검토연계분야 담당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검토결과를 취합한다.

검토주관부서는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보장하도록 한다.

1. 방사성물질의 담수설비로의 이동방지

검토자는 담수설비 중에서 (1)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의 2차 계통으로부터 담수

설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계통 기기(증기변환기와 첫 

번째 증발기)의 설계, (2) 중간계통 기기의 압력경계가 손상되어 방사성물질이 누

출되는 경우 이를 검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설비의 설계와, (3) 담수계통을 

원자로시설 2차 계통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의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한다. 검토자는 (1)의 기기에 대하여 수명기간 동안 구조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운영 중 검사계

획이 수립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3)의 기기에 대하여 수명기간 동안 성능이 유지

됨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인 시험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운영 중 시험

계획이 수립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의 기기의 재료, 운전조건, 구조 및 해수 

수질화학 등이 (1)의 기기의 파손을 유발할 수도 있는 부식 및 스케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담수계통이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담수설비의 예상운전과도상태 및 사고조건 등에 대한 안전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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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설비가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계측 및 제어설

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과도상태 및 사고의 발생시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담수설비의 과도상태 및 사고조건

의 영향과 발생빈도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가 전기 및 담수생산에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두 

연계시설의 에너지 수요평형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다. 연계 설비의 부하상실 시에도 

원자로시설의 잔열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열제거 수단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

인한다.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원칙적으로 담수설비

와 공유되지 않아야 하지만, 공유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지

를 확인한다.

3. 담수의 방사능 농도감시 및 환경배출 설계

검토자는 사업자가 설정한 담수의 방사능 농도 관리기준의 적합성과, 방사능 농

도 측정방법의 적합성 및 감시결과의 기록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담수의 방사능 농

도 감시를 위해, 생산되는 담수가 저장용기에 일단 저장되는 경우, 저장용기 용량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또한 담수 및 농염수 등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설계가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적합한 설계인 지를 검토한다.

IV. 평가결과

검토자는 신청자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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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서를 작성한다.

신청자는 원자로시설 2차계통과 증발 및 응축계통 사이에 중간계통을 설치하였고,

방사성물질이 원자로시설 2차 계통으로부터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벽 역할을 수행하는 담수설비에 대하여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한 설계를 채택하였

고, 운영 중 검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식 및 스케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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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함으로써, 방사성물질의 이동이 방지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물질의 누

설을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하였고, 방사성물질의 누설 탐지 시 

담수계통을 원자로시설 2차 계통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격리설비에 

대하여 시험과 보수가 가능한 설계를 채택하였으며, 운영 중 시험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원자로시설의 방사성물질이 담수계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고 있

다는 결론을 내린다.

담수계통의 정상운전조건, 예상운전과도상태 또는 사고조건이 원자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안전해석에 고려하였고, 담수계통 및/또는 전기생산 설

비의 부하상실 시에도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열제거 수단을 갖추고 

있다. (담수계통 및 전기생산 설비가 동시에 설치되어 가동되는 경우) 부하추종 운전을 

포함한 정상운전 시 두 설비에 요구되는 에너지 수요는 평형을 이루며, 원자로시설과 

공유되는 설비도 요구되는 모든 관련 안전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생산되는 담수의 방사능 농도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이 적합하게 설정되고 측정하며,

그 측정결과는 기록된다. 또한 담수 및 농염수 등의 환경배출 관련 설계는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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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6.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2, "Design Bas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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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0.2-1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에 대한 설계 지침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Ⅰ. 배  경

   원자력발전소 2차 계통에 대한 검사가 2005년 5월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이

관되고, 원자력안전위윈회 고시(원자로.09) “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고시(원자로.27) “원자력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및 고시(원자로.34) 
“원자력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동력변환계통시설 등이 추가되

면서 심·검사 대상에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이 포함되어 심·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지침에 “터빈 및 발전기 보조계통”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심사 지침은 계통설계를 위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 예상운전과도

조건에서 계통 중심의 성능 확보를 통해 발전소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

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될 내용의 수준은 일반 산업기술기준을 제외한 필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2차 계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고려하여 인허가시 적용되어야 할 최적

의 설계지침을 개발하여 안전심사에 적용하고자 한다.

Ⅱ. 규제입장

   검토자는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서 검토 시에 다음의 설계특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1. 터빈 제어유 계통

가. 터빈 제어유 계통은 고압 및 저압 증기밸브에 제어유를 공급하여 터빈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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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을 제어하고 과속도로부터 터빈을 보호해야 한다.

나. 터빈 제어유 공급 배관은 내부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다. 터빈 제어유에 침투된 공기, 습분 제거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라. 터빈 제어유 계통은 발전소 정상 및 비정상 조건, 발전소 정지 등 어느 한 조

건에서도 요구되는 제어유를 고압 및 저압 증기 밸브에 100% 공급할 수 있어

야 한다.

마. 터빈 제어유 계통은 터빈이 정지되고 제어유 펌프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항상 

정화되어야 한다.

바. 터빈 제어유 계통은 정상운전 시 일정 압력 및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압

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 터빈 제어유는 인산에스테르 성분으로 휘발성 가스나 매연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하고, 유독함으로 인체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터빈 윤활유 계통

가. 터빈 윤활유 공급배관의 필터 후단부는 내부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나. 터빈 윤활유에 함유된 공기, 수소 및 습분제거 기능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터빈 윤활유 불응축 가스 배출구는 기체나 가스가 화염이나 전기적인 스파크

와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라. 터빈 윤활유 계통은 발전소 정상 및 비정상 조건, 발전소 정지 등 어느 한 조

건에서도 요구되는 윤활유를 터빈발전기 베어링 및 발전기 밀봉유 계통에 충

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교류전동기 구동 보조윤활유펌프의 용량은 주 윤활유 펌프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 터빈 베어링에서 요구하는 윤활유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류전동기 구동 보조윤활유펌프가 기능이 상실된 경우, 직류전동기 구동 비

상윤활유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어야 한다.
바. 터빈 윤활유 정화장치는 터빈발전기 베어링 윤활유를 지속적으로 정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발전기 고정자 냉각 계통 

가. 발전기 고정자 냉각 계통의 냉각수펌프, 냉각기, 스트레이너, 필터, 탈염기 등

은 냉각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고, 냉각수 펌프는 교체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고정자 냉각수 냉각기는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상태에서도 허용된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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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고정자 냉각수 압력은 발전기 수소 압력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라. 고정자 냉각수 탈염설비는 냉각수의 전도도를 0.5㎲/㎝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

야 한다.
마. 고정자 냉각수 필터는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발전기 수소밀봉 계통 

가. 발전기 밀봉유 압력은 발전기내의 수소압력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며, 밀봉유 

압력과 수소 압력의 차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제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

다.
나. 발전기 밀봉계통은 주 밀봉유 펌프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직류전동기 구동 

비상 밀봉유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발전기 수소가스 제어 계통 

가. 발전기 수소가스 제어계통은 정상 운전 중 수소순도가 규정된 요건을 유지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수소 냉각기는 정상운전과 예상운전과도 상태에서도 허용된 수소 온도를 유

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소 건조기는 발전기 내부를 순환하는 수소의 습분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

다.
라. 수소 순도, 온도 및 압력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충량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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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7-1 증기발생기에서의 수격현상예방 설계지침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발전소 운전경험에 따르면, 바닥 배수구들을 가지며 급수 살포기(Sparger)들을 내포

하고 있는 상부급수식 증기발생기들에는 증기응축 유발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수격현상은 발전소 과도로 인하여 급수 살포기가 노출된 후에 차가운 

보조급수가 연이어서 흘러 들어옴으로써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증기발생기내로 보조급

수유동이 개시됨에 따라 살포기 또는 급수배관 속에 물 덩어리(Water slug)가 생성되

며, 이러한 물 덩어리는 관로내 증기 포킷의 응축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 불균형으로 

인해 가속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충격력은 증기발생기 내부 구성부품 및 급수계통 

배관에 손상을 주기에 충분한 크기일 가능성이 있다. 수격현상에 의한 최대 피해사례

는 1973년에 Indian Point 2호기에서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의 수격하중에 의하여 18

인치(46㎝) 급수관 파열과 격납건물 내부라이너 손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수격현상의 

반복 발생과 유동 불안정의 잠재적 심각성 때문에 NRC는 1976년에 Creare, Inc.로 하

여금 수격현상의 발생원인과 영향을 평가하고, 상부급수식 증기발생기에서의 수격현상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동하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설계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Creare, Inc.는 상부급수식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수격현상의 주요 원인파악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NUREG-0291 “An Evaluation of PWR Steam Generator

Water Hammer” 로 도출된 결과들과 수격현상 발생가능성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시

키기 위한 설계변경 방법을 권고하였다. 동 권고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살포기가 노출되는 급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수 링의 상부 측에 

J-튜브들을 사용한다.

2) 배관과 급수 링을 만수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보조급수를 조기에 개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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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 덩어리의 생성 크기 및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증기발생기 노즐부에 짧은 

길이의 수평 급수관을 사용한다.

4) 증기-물의 동반 유입과 이에 따른 물 덩어리 형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급수

회복유량 제한치를 증기발생기 1기당 9.5ℓ/s (150gpm) 미만으로 한다.

증기발생기 수위와는 무관하게 배관이 만수상태가 될 때까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상부방출 급수(즉, 튜브들)의 사용으로 유량제한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 증기발생기 

수격현상을 경험한 발전소들은 설계 및 운전상의 변경을 이행하였으며, 근본적으로 증

기발생기 수격현상을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전소별로 수행된 변경내용은 

NUREG-0918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경험을 통하여 증기발생기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운전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웨스팅하우스와 CE(Combustion Engineering)는 증기발생기 하부에서 예열기

를 통하여 대부분의 급수가 들어가는 예열식 증기발생기를 사용하고 있다. BNL

(Brookhaven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ies)은 예열식 증기발생기에서의 응축유발 

수격현상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1980년 6월에 NUREG/CR-1606, “An Evaluation of

Condensation Induced Water Hammer in Preheat Steam Generators”로 보고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명확한 실험적 및 해석적 결과들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예열기가 

있는 증기발생기와 연결 급수배관에서의 수격현상에 의한 손상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

한 실물규모의 실증시험(즉, 시운전 시험)의 수행을 권고하였다.

상부급수식 증기발생기를 사용하는 웨스팅하우스 및 CE의 가압경수로 설계들에 대

해서는 특별히 증기응축 유발 수격현상에 의한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지침들이 

개발되어 있다.

II. 규제입장

검토자는 건설 및 운영허가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제공한 다음의 설계특성 및 입

증자료를 검토한다.

1. 상부급수식 증기발생기 설계

급수계통에서 수격현상의 발생가능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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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부방출 J-튜브 및 급수 링 밀봉 조립체 누설제한과 같은 수단으로서 증기발

생기 수위가 떨어진 후 급수 링으로부터 배수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킴

나. 증기발생기 급수 링으로 연결되는 입구배관의 수평구간거리를 최대한 단축(즉,

2.1m (7ft) 미만)하여 증기 포킷이 생성될 수 있는 증기발생기 외부 급수배관

의 체적을 최소화 함

다. 정상급수의 상실과 급수 링의 배수가 발생 가능한 후에 증기발생기 수위의 정

상 및 비상 복구를 위한 발전소 운전절차서를 사용하여 수용 불가능한 급수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수행함.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시험절차서를 승인받아야 하며,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라. 실현 가능한 경우에는 배관 재충전유량 제한을 이행함

2. 예열식 증기발생기 설계

가. 주급수 및 보조급수 노즐의 인접 상류에 하향 엘보우를 설치함으로써 증기발

생기와 수직배관 사이의 수평 급수배관 길이를 최소화함

나. 상부급수 관로에 연결되는 보조급수 상류 지점에 역지밸브 한 개를 설치함

다. 상부 급수관로를 항상 충수 상태로 유지시킴

라. 정상급수 상실 후에 증기발생기 수위의 정상 및 비상 복구를 위한 발전소 운

전절차서를 사용하여 수용 불가능한 급수 수격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규제기관 측에서 수용 가능한)을 수행함. 또한 급수유동이 보조

급수 노즐로부터 주급수 노즐로 전환하는 출력운전에서 수격현상시험을 수행

함. 발전소 표준운전절차(SOP)가 허용하는 최저 급수온도에서 보조급수(상부)

노즐을 통하여 급수를 공급한 후 같은 온도의 급수를 표준운전절차에 따라 보

조급수 노즐에서 주급수(바닥)노즐로 전환시킴으로써 시험을 수행하며, 시험결

과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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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부록 10.4.9-1 비상급수계통 펌프구동 및 동력원 다양성에 관한 설계

검토주관 :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

I. 배  경  

가압경수형 발전소에서 원자로 정지 및 소외전원상실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을 제

거하기 위해서는 주증기 공급계통에 의한 증기 방출 등 동력변환계통의 일부 계통의 

동작이 요구되며 이는 예상된 배관 파단 사고 시에도 동력변환계통에 동일한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 제거를 위해서는 주증기 공급계통에 의한 증

기 방출과 증기발생기로 냉각수원인 비상급수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운전불능인 경우, 원자로의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해 증

기발생기로 보충수를 공급하는 단 하나의 공급원으로서 공학적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예상과도 사고조건에서 고유한 안전 기능을 보증하기 위해 다중성 및 다양

성의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계통의 대다수는 모터 또는 증기 구동원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경험을 

통해 각각 동력원은 이를 구성하는 기기, 구동원 또는 관련 제어계통 등의 고장에 영

향을 받는다. 그러한 손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최소한 독립적이고 다른 두개의 

구동원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단일 능동기기 고장에 따른 계통 전체의 기능 상실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다중의 독립적인 유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주급수 또는 증기발생기로 연결되는 배관 주변이 발전소 운전 중에 가압되어 있고 혹

은 기동, 고온대기 및 정지시 전 계통이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계통은 고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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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계통으로 분류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지침은 비상급수계통의 펌프 구동 및 동력원에 대해 최소한 허용 가능한 

다양성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II. 규제입장

1. 비상급수계통은 최소한 두 개의 100%용량과 독립적인 계통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동력원을 가져야 한다.

2. 비상급수계통은 하나의 교류전원 공급원과 다른 하나의 증기 또는 직류전원 공급원

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등, 정해진 동력 공급원을 갖추어 동력공급원의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3. 각 계열별 흡입구와 방출구의 배관배열은 어떠한 조합으로도 증기발생기에 필요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배열 설계 시 계통 기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배관, 능동기기, 동력원 또는 제어계통 등의 고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가지 허용 가능한 배열은 주제어실에서 원격수동동작이 가능한 다양한 동력원을 갖

춘 밸브가 존재하는 교차연결 배관이다.

4. 비상급수계통은 단일능동기기의 손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다중성이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하나 각 계열이 다중 능동기기를 포함할 필요는 없다.

5. 단일 고장 혹은 단일능동고장을 수반한 고에너지 배관파단을 가정하여 계통의 어떠

한 고에너지 부분에서 예상되는 파손에도, 증기발생기로 필요한 비상급수 공급 능

력이 보증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6. 펌프, 제어 및 밸브를 포함한 비상급수계통은 소외 및 소내 교류전원이 독립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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