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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목적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고유의 연구로 모델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다. 

2005년까지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의 개념설계를 완료할 계획이

며, 2006년부터는 기본설계를 수행할 계획이다. 수출전략형 연구로는 하나로의 설계 및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할 예정이며,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한 안전등급, 품질등급 및 내진등급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설계등급 분류방안을 제안하

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로의 각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의 설계등급 

분류에 기준이 되었던 규정들의 개정사항을 조사하 다. 또한 하나로 설계시에 적용되었

던 코드 및 표준의 개정사항을 조사하 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수출전

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의 설계시 적용할 코드 및 표준을 제안하 다. 향

후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하면서 제안된 설계등급 분류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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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anced Research Reactor(ARR) is being designed by KAERI since 2002. The final 

goal of the project is to develop a new and unique research reactor model which is 

superior in safety and economical aspects. The conceptual design for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the ARR will be completed by 2005. The basic design for 

the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the ARR will be performed from 2006. 

Based on the technical experiences o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HANARO, the 

ARR will be designed.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safety class, quality class, and 

seismic category for the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Th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propose a classification plan of design class for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the AR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vision status of the regulations 

that used as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esign class of the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the HANARO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the present revision 

status of the codes and the standards that utilized for the design of the HANARO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the codes and the standards for the design 

of the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the ARR were propose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classification plan will be verified by performing the conceptual and 

basic design of the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of the 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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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목적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고유의 연구로 모델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다. 수

출전략형 연구로 계통설계해석과제에서는 2005년까지 각 계통에 대한 개념설계와 예비

분석을 완료할 예정이며, 2006년부터는 기본설계 및 상세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원자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전성의 확보가 최우선이다. 예

기치 않은 사고의 발생시에도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로의 각 계통은 안전성의 중요도에 따라 안전등급, 내진등급 및 품

질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계통 및 기기를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각 계통 및 기기 등급은 안전성, 품질, 내진 조건 등에 따라 

분류되어 왔으며, 안전등급은 ANSI/ANS 51.1[1], 품질등급은 USNRC(U.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Reg. Guide 1.26[2], 내진 등급은 Reg. Guide 1.29[3]의 규정

을 준용하여 왔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기술부 고시 제 94-10 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

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4]을 제정하 다.

수출전략형 연구로는 하나로의 설계 및 운전경험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대부

분의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계통도 하나로 계통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할 예정이다. 따라

서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의 등급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로의 등급 분류기준을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에 대한 등급과 설계에 적용할 코드(code) 및 

표준(standard)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하나로의 설계경험을 기반으로 각 계통

에 적용할 등급을 예비적으로 분류하고, 계통설계에 적용할 코드 및 표준들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하나로 설계시에 적용되었던 등급분류 기준과 계통 설계시에 적용

되었던 코드 및 표준의 개정사항을 조사하 으며, 하나로 설계시에 비해 변경된 사항들

을 정리하 다. 또한 변경된 조건을 고려하여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의 등급을 제

안하 으며, 각 계통에 대한 설계 코드 및 표준을 제시하 다. 제안된 등급분류와 코드 및 

표준은 기본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타 계통과의 연계사항을 고려하거나  계

통의 설계개념 변경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일련의 수정과정들을 거쳐 수출전

략형 연구로의 설계등급과 설계 코드 및 표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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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등급 분류

2.1 하나로의 안전등급 분류

하나로의 경우 원자로구조물을 비롯한 안전계통, 안전관련계통 및 구조물, 기기 등의 

설계에 적용되어야 할 규격 및 표준(code & standards)을 구분하기 위하여 안전등급 분류

기준을 정하 으며,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SAR)에 나와 있는 안전등급 분류기준은 

표 1과 같다. 원칙적으로 국산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 고시 제 83-5호, “원자로 시

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일반적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 고, 계

통 및 기자재의 안전등급 분류를 위한 정량적인 기준은 과학기술처 고시 제 90-11호, “방

사선량 등에 관한 규정”을 따랐다. 그리고, 외국기술 도입부분에 대해서는 도입국의 규격

등급 분류기준을 선택적으로 따랐다.

 표 1  하나로의 안전등급 분류 기준

등급 등급 분류기준

안전등급 1

(SC-1)   
1) 개방수조형 원자로는 해당사항 없음.  

안전등급 2

(SC-2)   

1) 고장이 발생하면 소외 피폭선량이 과학기술처 고시 제 

90-11호의  “가상사고시 주민의 전신 피폭선량” 기준을 초

과할 우려가 있는 기기 및 계통   

안전등급 3

(SC-3) 

1) 안전등급 1, 2에 속하지 않으나 고장이 발생하면 소외 피

폭선량이 과학기술처 고시 제 90-11호의 “가상사고시 주민

의 전신 피폭선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나 0.5 rem 을 

초과할 수 있는 기기 및 계통  

2) 외국기술 도입 부분중 CSA CAN3-N285.0-M81에 의거한 

Class 2 및 Class 3에 해당하는 기기 및 계통

비안전등급

(Non-nuclear 

Safety)

1) 소외 피폭선량 기준으로 0.5 rem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방

사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기기 및 계통 

2) 안전등급 1, 2, 3에 속하는 기기 및 계통들의 안전기능 유

지에 향을 주지 않는 기기 및 계통 

기타 안전관련등급

(N/A: Not 

Applicable)

1)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으로 위의 등급분류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 

2) 이들은 별도의 규격 및 표준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그 요

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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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안전등급 분류

국내의 발전용 원자로 건설 초기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사가 공급한 고리 1, 2, 3, 4 호

기와 광 1, 2호기 등은 미국의 규제관련 안전기준인 10 CFR 50 Appendix A에 있는 “일

반 설계기준(General Design Criteria, GDC)”[5]과 산업 기술기준인 “PWR형 원전의 설

계를 위한 원자력안전 기술기준”인 ANSI N18.2와 N18.2a가 적용되었으며, 국내 기준으

로는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인 과기부 고시 제83-5호에서 

“원자로시설의 주요 부품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에 대한 안전성 등급별 

규격”으로 ANSI N18.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 으나 외국의 원자로시설 또는 기술의 공

급국이 별도의 기술기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기술기준의 적용으로 안전성과 성능이 

결여되지 아니함이 입증될 때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술기준을 당해 

공급 원자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외국에서 도입하는 노형에는 외국 기

술기준의 적용을 허용하 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의 규제관련 안전기준인 10 CFR 50 Appendix A의 GDC와 

ANSI N18.2와 N18.2a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조합하여 작성한 산업기술기준인 "PWR

형 원전의 설계를 위한 원자력 안전 기술기준"인 ANSI/ANS 51.1[1]이 부분적으로 적용

되었으며, 국내기준으로는 ANSI N18.2와 N18.2a의 준용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의 산업 기술기준인 ANSI/ANS 51.1의 일부를 채택하여 작성한 “원자로시설의 안

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인 과기부 고시 제 94-10호[4]에서 원자로시설에 속하

는 기기와 격납건물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을 정하 다. 

IAEA에서 발간된 Safety Standard NS-R-1[6]과 Safety Guide NS-G-1.9[7]에도 발전

용 원자로의 안전등급 분류기준과 유체계통의 안전등급 분류에 대한 기준이 언급되어 있

다.

그러나 연구로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나로 설계당시에도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 건설을 위해 제정된 법

을 발전용 원자로와 설계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연구용 원자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

절하여,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과학기술부 고시 및 IAEA 지침서를 참고하 고, 원

자로 본체의 도입국인 캐나다 규제법을 적용하여, 하나로 설계의 특성과 목적에 적합하

도록 선별적으로 기술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8]. 또한 연구용 원자로는 계통 및 기기에 고

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발전용 원자로에 비해  대중의 안전에 향이 상대적으로 적으

며, 제한된 예산 범위내에서 저비용으로 신뢰성 있는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연구용 원자

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에 중요한 계통 및 기기에 대해서만 높은 안전등급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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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경우에도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등급 분류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하나로와 같이 연구용 원자로 설계의 특성과 목적에 적합하도록 선별적

으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안전등급 분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

며,  수출전략형 연구로는 하나로를 기반으로 설계되므로 하나로와 동일한 안전등급 분

류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안전등급은 하나로의 등급분류와 동일하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표 2와 같이 안전등급 분류기준을 제안하 다. 

 표 2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안전등급 분류 기준

하나로 설계시 안전등급 분류기준으로 적용되었던 과학기술부 고시 제 83-5호인 “원

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2000년 6월 23일에 공포된 과학기술

등급 등급 분류기준

안전등급 1

(SC-1)   
1) 개방수조형 원자로는 해당사항 없음.  

안전등급 2

(SC-2)   

1) 고장이 발생하면 소외 피폭선량이 과학기술부 고시 제 

96-35호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시 주민의 전신 피폭선

량”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기 및 계통   

안전등급 3

(SC-3) 

1) 안전등급 1, 2에 속하지 않으나 고장이 발생하면 소외 피

폭선량이 과학기술부 고시 제 96-35호의 “방사성 물질 누

출 사고시 주민의 전신 피폭선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

나 5mSv(0.5 rem)를 초과할 수 있는 기기 및 계통  

비안전등급

(Non-nuclear 

Safety)

1) 소외 피폭선량 기준으로 5mSv(0.5 rem)를 초과하지는 않

으나 방사능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기기 및 계통 

2) 안전등급 1, 2, 3에 속하는 기기 및 계통들의 안전기능 유

지에 향을 주지 않는 기기 및 계통 

기타 안전관련등급

(N/A: Not 

Applicable)

1)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으로 위의 등급분류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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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시 제2000-8호[9]로 개정되었다.  과학기술부 고시 제 90-11호인 “방사선량에 관한 

규정”은 과학기술부 고시 제 96-35호[10]로 개정되었다. 또한 1994년에 제정된 과학기술

부 고시 제 94-10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2-21호[11]로 개정되었다. 

표 2에서 안전등급 2와 안전등급 3의 분류기준이 되는 가상사고시 주민의 전신피폭선

량은 하나로의 경우 10 CFR 100.11[12]에 명시된 2시간동안 25 rem으로 정한 바 있다. 과

학기술부 고시 제 96-35호에서도 방사성물질누출사고시의 주민의 피폭방사선량으로 2시

간동안 전신에 대하여 0.25Sv, 갑상선에 대하여 3Sv로 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2-21호에는 “안전기능”의 정의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

성 확보와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의 유지와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소외 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완

화시키는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인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0-8호의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에서는 준용할 외

국규정으로 10 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12]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10 CFR 100.11에 소외피폭

선량으로 2시간동안 전신피폭선량은 25rem(0.25Sv),  갑상선은 300rem(3Sv)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소외피폭선량 기준은 하나로 설계당시와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의 등급분류기준은 각 계통에 대한 기본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타 

계통과의 연계사항을 고려하거나  계통의 설계개념 변경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또한 

수출 대상국의 인허가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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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등급 분류

3.1 하나로의 품질등급 분류

품질등급은 안전에 중요한 모든 구조물, 계통 및 부품들을 그 중요성에 부합되는 기준

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개념으로, 하나로의 경우 픔질

등급분류 기준은 하나로의 안전등급 분류기준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도록 정하 다[13]. 

표 3은 하나로의 품질등급 분류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하나로의 품질등급 분류 기준

등급 등급분류기준

품질등급 Q

1) 안전등급 1, 2, 3 으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부품

2) 적용하는 규격이나 표준에 10 CFR 50 Appendix B 

나 ASME/ANSI NQA-1 등 이와 동등한 요건이 기

술되어 있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

3) 이에 적용되는 품질요건은 10 CFR 50 Appendix B, 

CSA Z299.1 혹은 이와 동등한 규격 및 요건을 적용

품질등급 T

1) 계통의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된 안전계통의 기능을 허용범위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부품

2) 원자로 운전상 신뢰도에 원칙적으로 향을 미치는 

시설

3) 방사성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

품질등급 S

1) 안전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비안전등급 및 기타 안전

관련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Q" 및 ”T" 등급으로 분

류되지 않은 구조물, 계통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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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품질등급 분류

품질등급은 안전에 중요한 모든 구조물, 계통 및 부품들을 그 중요성에 부합되는 기준

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개념으로, 대표적인 품질보증 

관련 기준으로는 10 CFR 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14], ASME/ANSI 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s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15] 및 ANSI/ANS-15.8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Research Reactors“[16] 등이 있다.

하나로의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13]의 3.2.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품질등급 분류기

준은 하나로의 안전등급 분류기준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도록 정하 으며, 각 계통 및 기

기에 대하여 Q, T 및 S 등급을 부여하 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품질등급은 사업주의 품질보증 방침에 따라 적용기준 및 

수준이 결정되며, 안전성 관련(품질등급 Q)과 비안전성 관련(품질등급 Non-Q)으로 분류

된다[17]. 품질등급 Q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ASME Section III NCA의 Article 

NCA-4000 “Quality Assurance”[18] 및 ASME/ANSI NQA-1[15]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

질보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비안전성 관련 설비는 그 중요도의 정도에 따라 사업주의 

품질보증 방침에 따른다[17].

품질등급과 유사한 개념으로 품질그룹이 있으며, 품질그룹은 미국 규제지침서(Reg. 

Guide) 1.26[2]에 따른 등급 분류체계로써 이는 품질등급을 분류하는 주요기준으로 사용

되어 왔다.

하나로의 경우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된 계통 및 기기에는 Q등급을 적용하 으며,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된 안전계통의 기능을 허용범위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부품을 T등급으로 분류하고, ASME/ANSI-NQA-1[15]에 

명시된 품질보증요건에 따라 설계, 구매, 보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전략형 연구로는 하나로를 기반으로 설계되므로, 하나로와  유사한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계통 및 기기에 대해 같은 품질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을 설계, 구매, 제작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동안 품질등급 분류기준

으로 활용되었던 규제지침서(Reg. Guide) 1.26[2]이 하나로 설계 이전인 1976년도에 최종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동안 품질등급 분류기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로에 적용되었던 품질등급 분류기준중, 캐나다 CSA기준을 제외하고, 하나

로와 동일한 분류기준을 수출전략형 연구로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 4는 수출전략

형 연구로의 품질등급 분류기준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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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품질등급 분류 기준

등급 등급 분류기준

품질등급 Q

1) 안전등급 1, 2, 3 으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부품

2) 적용하는 규격이나 표준에 10 CFR 50 Appendix B 

나 ASME/ANSI NQA-1 등 이와 동등한 요건이 기

술되어 있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

품질등급 T

1) 계통의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안전등급 1, 2, 3으로 

분류된 안전계통의 기능을 허용범위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부품

2) 원자로 운전상 신뢰도에 원칙적으로 향을 미치는 

시설

3) 방사성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

품질등급 S

1) 안전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비안전등급 및 기타 안전

관련 등급으로 분류되면서 “Q" 및 ”T" 등급으로 분

류되지 않은 구조물, 계통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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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진등급 분류

4.1 하나로의 내진등급 분류

하나로의 경우 안전에 중요한 모든 구조물, 계통 및 부품들이 안전정지지진(SSE) 혹은 

설계기준지진(DBE)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 제기능을 상실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등급 1, 2, 3 에 해당하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들을 내진범주 I 급으

로 분류하 다.  또한 비내진범주의 구조물, 계통 및 부품은 안전정지지진 혹은 설계기준

지진에 의하여 이들의 건전성과 기능이 손상되더라도 내진범주 I 급에 해당하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들이  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 다[13].  표 5는 하나로의 내진범주의 분

류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하나로의 내진등급 분류 기준

등급 등급분류기준

내진범주 I 급

(Seismic Category I)

1) 가동중인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또한 안전한 정지상

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

2) 안전정지지진(SSE) 혹은 설계기준지진(DBE), 운전

기준지진(OBE), 부지설계지진(SDE)에서도 그 주어

진 안전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 

내진범주 II 급

 (Seismic Category II)

1) 내진범주 I 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안전관련 구조

물, 계통 및 부품과 인접하여 이들의 손상으로 인

하여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부품들이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으로써 안전정지지진(SSE)에서 구조적

인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비내진 범주

(NON, 상용급)

1) 내진범주 I, II 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구조물, 

계통 및 부품으로써 내진설계 요구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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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내진등급 분류

국내 발전용 원자로의 내진등급 분류는 주로 규제지침서(Reg. Guide) 1.29인 

“Seismic Design Classfication"[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진 분류기준에 따르며, 국내 원자

력 발전소의 구조물, 계통, 기자재는 다음과 같이 내진범주 I, II 및 NON급 등 3가지 범주

로 분류한다[17].

1) 내진범주 I급

안전등급 1, 2, 3 등급으로 분류된 구조물, 계통 및 기자재가 해당된다. 내진범주 I급 기

자재는 설계기준 사고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내진범주 II급

  내진범주 I급 구조물 및 기기에 근접해 있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로써, 해당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손상으로 안전정지를 위한 설비 및 기기의 안전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구

조물, 계통 및 기기가 해당된다.  내진범주 II급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지진 사고시 구

조적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비내진범주 NON급

내진범주 I, II급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비내진범주 NON급으

로 분류하며, 일반적인 건물 설계규정과 산업기술기준에 따라 설계된다.

IAEA에서 발간한 Safety Standards Series No. NS-G-1.6[19]에도 발전용 원자로의 내

진등급 분류 예를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하나로의 경우 안전성분석보고서[13]의 3.2.1.3절에 기술되어 있는 내진등급 분류기준

은 국내 발전용 원자로에 적용하는 위의 내진등급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제지침

서(Reg. Guide) 1.29[3]가 하나로 설계 이전인 1979년도에 최종 개정된 상태이므로, 현재

까지 내진등급 분류기준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하나로의 내

진등급 분류기준은 발전용 원자로의 기준에도 부합하며, 그동안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변화가 없으므로, 하나로에 적용되었던 내진등급 분류기준을 수출전략형 연구로에도 표 

6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단 10 CFR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20]에 언급된 것처럼 SSE(Safe 

Shutdown Earthquake)와 OBE(Operating Basis Earthquake)는 실제 원자로가 설치될 부

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추후 수출 대상국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원자로 부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거쳐 SSE 및 OBE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하나로의 경우 SSE

는 수평방향 0.2g, 수직방향 0.13g이며, OBE는 수평방향 0.1g, 수직방향 0.067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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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내진등급 분류 기준

등급 등급 분류기준

내진범주 I 급

(Seismic Category I)

1) 가동중인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또한 안전한 정지상태

로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

2) 안전정지지진(SSE) 혹은 설계기준지진(DBE), 운전기

준지진(OBE), 부지설계지진(SDE)에서도 그 주어진 안

전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

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 

내진범주 II 급

 (Seismic Category 

II)

1) 내진범주 I 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안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부품과 인접하여 이들의 손상으로 인하여 안

전관련 구조물, 계통 및 부품들이 주어진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구조물, 계통 및 부품

으로써 안전정지지진(SSE)에서 구조적인 건전성이 유

지되도록 설계 

비내진 범주

(NON)

1) 내진범주 I, II 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구조물, 계

통 및 부품으로써 내진설계 요구조건이 적용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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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등급 분류 및 설계규격

5.1 수출전략형 연구로 설계에 적용할 코드 및 표준의 개정사항 조사

하나로 설계에 적용한 코드(code) 및 표준(standards)은 주로 1986년도까지 개정된 것

을 사용하 으며, 수출전략형 연구로에 대한 설계는 그 동안의 코드 및 표준의 개정사항

을 반 하여, 새로 개정된 코드 및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나로 설계에 사용되었던 주요 코드 및 표준[13]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사하

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또한 코드 및 표준을 발행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

이지와 최신 발행한 코드 및 표준의 목록을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정리하 다. 

 

1) ACI(American Concrete Institute, 미국콘크리트학회)

a) ACI-307 Design and Construction of Reinforced Concrete Chimneys and 

Commentary, 1998

           (Standard Practice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Cast-In- 

Place Reinforced Concrete Chimneys)

b) ACI-318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Concrete and  

Commentary, 2002

           (ACI,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Reinforced Concrete)

c) ACI-349 Code Requirements for Nuclear Safety related Concrete 

Structures and Commentary, 2001

           (ACI, Code Requirements for Nuclear Safety related Concrete 

Structures)

d) 홈페이지: http://www.aci-int.org/general/home.asp

e) ACI-307, ACI-318 및 ACI-349은 제목이 변경되었으며, 하나로 설계당시의 제

목은 괄호로 표시하 다.

2) AISC(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미국철강건설협회)

a) ANSI/AISC N690 Specification for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eel Safety-Related Structures for Nuclear Facilities, 

1994 

(Specification for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ructural Steel for Buildings)

b) 홈페이지: http://www.aisc.org

c) AISC N690은 제목이 변경되었으며, 하나로 설계당시의 제목은 괄호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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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MCA(Air Movement & Control Association)

a) AMCA 511/N AMCA Publication 511-99(Revised May 2004), Certified 

Ratings Program for Air Control Devices

b) 홈페이지: http://www.amca.org,  http://cart.amca.org/publications/

c) 협회명이 Air Moving & Conditioning Association에서 Air Movement & 

Control Association으로 변경되었음.

4)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국가표준원)

a) ANSI B16.5  Pipe Flanges and Flanged Fitting

b) ANSI B31.1  Code for Pressure Piping

c) ANSI C34.2  Semiconductor Power Rectifiers, Practices and Requirements

d) ANSI 37.010 AC High-Voltage Circuit Breackers rated on a Symmetrical 

Current Basis

e) ANSI C37.13 Low-Voltage AC Power Circuit Breakers used in Enclosures

f) ANSI N18.5 Earthquake Instrumentation Criteria for NPPS

g) ANSI N509 Criteria for the Reactor Safety Systems of Research Reactors

h) 홈페이지: http://www.ansi.org,  http://webstore.ansi.org/ansidocstore/

i) ANSI의 경우 ANSI electric standards store(http://webstore.ansi.org/ 

ansidocstore/)를 통해 표준(standard)을 판매하고 있으며, standard list를 구

매하여야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5) ARI(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a) 홈페이지: http://www.ari.org

b) ARI에서 발행된 표준은 http://www.ari.org/std/catalog.pdf에 수록되어 있

음.

6)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미국냉난방공조기술자학회)

a) 홈페이지: http://www.ashrae.org 

b) ASHRAE에서 발행된 코드 및 표준은 http://resourcecenter.ashrae.org/store/ 

ashrae/에서 구매할 수 있음.

7)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

a) ASME Sec. Ⅲ NC, ND & NF: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Division 1,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Sub-Section NC, ND and 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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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SME Sec. Ⅲ Div. 2: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Ⅲ, Division 2, Concrete 2, 

Concrete Reactor Vessels and Containments.

c) ASME Sec. Ⅷ Div. 1: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Ⅷ, Division 1, Pressure 

Vessel

d) 홈페이지: http://www.asme.org

e)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는 매 3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2004 edition이 나와 있음.

8) CMAA(Cran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America)

a) CMAA 70 Specifications for Top Running Bridge &Gantry Type Multiple 

Girder Electric Overhead Traveling Cranes, 2004

b) CMAA 74 Specifications for Top Running and Under Running Single 

Girder Electric Overhead Cranes Utilizing Under Running 

Trolley Hoist, 2004

c) CMAA 70 및 74는 http://www.mhiastore.org/category.cfm?Category=39& 

StartRow=1에서 구매할 수 있음.

9) CTI(Cooling Tower Institute)

a) 홈페이지: http://www.cti.org

b) CTI에서 발행한 Code는 http://www.cti.org에서 구매할 수 있음.

10)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 표준협회)

a) CAN3-N289.1-M80(R2003):

General Requirements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ANDU Nuclear Power 

Plants

b) CAN/CSA N285.0-95(R2000):

General Requirements for Pressure-relating Systems and Components in 

CANDU Nuclear Power Plants  

c) CSA3 N290.1-80(R2001):

Requirements for the shutdown systems of CANDU Nuclear Power Plants

d) 홈페이지: http://www.csa.ca

e) CSA에서 발행한 Code의 list는 http://www.csa.ca/electronic_catalogue/ 

English_2004_Catalogue.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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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I(Hydraulic Institute Standards)

a) 홈페이지: http://www.pumps.org/

b) HI에서 발행한 Code의 list는 http://www.techstreet.com/higate.html에서 확

인할 수 있음.

12)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미국전기전자기술자학회)

a) IEEE 279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971

b) IEEE 308 Standard Criteria for Class 1E Power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991

c) IEEE 323 Standard for Qualifying Class IE Electric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2003

d) IEEE 344 Recommended Practices for Seismic Qualification of Class IE 

Electric Eq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987

e) IEEE 450 Recommended Practices for Maintenance, Testing and 

Replacement of Large Lead Storages Batteries for Generating 

Stations and Substations, 2002

f) IEEE 485 Recommended Practices for Sizing Large Load Storage Batteries 

for Generating Station and Sub-Station, 1997

g) IEEE 603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991

h) 홈페이지: http://www.ieee.org

i) IEEE에서 발행한 Code의 list는 http://standards.ieee.org/reading/ieee/std/

numerical.html에서 확인할 수 있음.

13) ISA(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미국계측학회)

a) ISA S18.1 Annunciator Sequences and Specifications, 1979(R1992)

b) 홈페이지: http://www.isa.org

c) ISA에서 발행한 표준의 개정년도는 http://www.isa.org에서 확인할 수 있음.

14) NEMA(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미국전기공업협회)

a) NEMA AB-1 Molded Case Circuit Breakers, Molded Case Switches, and 

Circuit Braker Enclosures, 2002

(Molded Case Circuit Breakers)

b) NEMA ICS-4  Industrial Control and Systems: Terminal Blocks, 2000

(Terminal Blocks for Industrial Use)

c) NEMA ICS-6 Industrial Control and Systems: Terminal Blocks, 1993(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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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losures for Industrial Control and Systems)

d) NEMA MG-1  Motors and Generators, 2003

e) 홈페이지: http://www.nema.org

f) NEMA AB-1, ICS-4 및 ICS-6은 제목이 변경되었으며, 하나로 설계당시의 제

목은 괄호로 표시하 다.

15)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화재예방협회)

a) 홈페이지: http://www.nfpa.org

b) NFPA에서 발행한 코드 및 표준의 목록과 개정년도는 http://www.nfpa.org/ 

aboutthecodes/list_of_codes_and_standards.asp에서 확인할 수 있음.

16) NPC(National Plumbing Code)

a) 홈페이지: http://www.fedpubs.com/subject/housing/natplumbing.htm

b) National Plumbing Code는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s Institute for 

Research in Construction에 의해 발행되는 코드로서, 현재 1995년도판이 나와 

있으며, 2005년 여름에 개정본이 나올 예정임.

17) SMACNA(Sheet Metal & Air-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a) 홈페이지: http://www.smacna.org

b) SMACNA에서 발행한 코드 및 표준의 목록 및 개정년도는 http://www

.smacna.org에서 확인할 수 있음.

18) RG.1.12 Nuclear Power Plant Instrumentation for Earthquakes(Rev. 2), 1997

a) 홈페이지: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reg-guides/power-reactors/active

b) RG.1.12의 제목이 “Instrumentation for Earthquakes”에서 “Nuclear Power 

Plant Instrumentation for Earthquakes”로 변경되었으며, 1997년에 Rev. 2로 

개정되었음.

19) TEMA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a) 홈페이지: http://www.tema.org/highlig8.html

b) TEMA에서 발행한 표준의 목록과 개정년도는 http://www.tema.org/ 

highlig8.html에서 확인할 수 있음.

20) UPC(Uniform Plumbing Code)

a) 홈페이지: http://www.iapmo.org/iapmo/

b) Uniform Plumbing Code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IAPMO)에 의해 발행되는 코드로써, 현재 2003년도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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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음.

21) 10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Energy

a) 홈페이지: http://www.nrc.gov/reading-rm/ doc-collections/cfr/

b) 10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에

서 발행하며, 매년 개정된다. CFR은 http://www.nrc.gov/reading-rm/ 

doc-collections/cfr/또는 http://www.access.gpo.gov/nara/cfr/cfr-table-search  

.html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2) ANSI/ANS-51.1-1983;R1988: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a) 홈페이지: http://www.ans.org/store/vi-240116

b) ANSI/ANS-51.1은 위의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음.

23)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제지침서(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ory Guide)

a) 홈페이지: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reg-guides/power-reactors/active

b) Regulatory Guide는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 의해 발행되며, 

위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5.2 수출전략형 연구로 계통의 설계등급 분류 및 설계규격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안전등급, 품질등급 및 내진등급 분류기준을  각각 2, 3, 4장에서 

제안하 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

해 안전등급, 품질등급, 내진등급과 설계에 적용할 설계규격인 코드 및 표준을 선정하여, 

표 7과 같이 정리하 다. 기본적으로 수출전략형 연구로는 하나로를 기반으로 설계되므

로 편의상 계통분류번호는 하나로의 계통분류번호를 사용하 다. 제안된 등급분류와 코

드 및 표준은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기본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고,  인허가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이러한 수정과정들을 거쳐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설계등급과 설계 코드 및 표준이 최

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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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주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

계통분류
번호

계통 및 주요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

21X  원자로건물 구조물

214  원자로 콘크리트 구조물(RCI) NA I Q  ACI-349, AISC

212  원자로 건물 주변 구조물 NA I Q  ACI-349, AISC

217  수조격리문 NA II T  AISC

218  굴뚝 NA II T  ACI-307/318, AISC

219  수조라이너 3 I Q  ASME Sec. III DIV. 2

219  배수조라이너 NA II T  AISC

265  소화수 저장탱크 NA NON S  ACI-318

267  냉각탑 저수조 NA NON S  ACI-318

272  펌프실 NA NON S  ACI-318, AISC

282  배관통로 NA NON S  ACI-318, AISC

287
 지하연료저장시설
  - 디젤발전기 연료저장탱크

NA NON S
 ACI-318,

Manufacturing STD

312  원자로 구조물 집합체 3 I Q
 ASME Sec. III
 NC & ND

 CAN N285.0-95

317  반응도 제어장치

  - 중성자 검출장치(하우징) 3 I Q Manufacturing STD

  - 원자로제어봉 및 정지봉 
    구동장치

3 I Q Manufacturing STD

318  수평실험관(빔포트) 3 I Q Manufacturing 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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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주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계속)

계통분류
번호

계통 및 주요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

321  반사체 냉각계통

  - 냉각펌프 NNS II T  HI

  - 열교환기 NNS II T
 ASME Sec. VIII
 Div. 1 / TEMA

  - 이온교환기 NNS II T
 ASME Sec. VIII

 Div. 1

  - 배관계통 NNS II T  ANSI B. 31.1

323  반사체 포장가스 계통

  - 중수팽창 탱크 NNS II T
 ASME Sec. VIII

 Div. 1

  - 배관 계통 NNS II T  ANSI B 31.1

329  중수누설감시 및 수집계통

  - 중수수집탱크 NNS NON T
 ASME Sec. VIII

 Div. 1

  - 배관계통 NNS NON T  ANSI B 31.1

331  일차냉각계통

  - 냉각펌프 3 I Q
 ASME Sec. III

 ND

  - 열교환기 3 I Q
 ASME Sec. III
 ND / TEMA

  - 배관계통 3 I Q
 ASME Sec. III

ND

333  일차정화계통 

  - 정화펌프 NNS NON T  HI

  - 이온교환기 NNS NON T
 ASME Sec. VIII

 Div. 1

  - 여과기 NNS NON T
 ASME Sec. VIII

 Div. 1

  - 밸브V001&HV002, 배관 
    3"-L001, 3"-L015

3 I Q
 ASME Sec. III

 ND

  - 기타 배관계통 NNS NON T ANSI B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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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주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계속)

계통분류
번호

계통 및 주요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

341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 냉각펌프 NNS NON T  HI

  - 열교환기 NNS NON T
 ASME Sec. VIII
 Div. 1 / TEMA

  - 이온교환기 NNS NON T
 ASME Sec. VIII

 Div. 1

  - 여과기 NNS NON T
 ASME Sec. VIII

 Div. 1

  - 배관계통 NNS NON T  ANSI B 31.1

346  비상수공급계통 

  - 원자로 배수조 펌프 NNS NON T  HI

  - 비상수 저장탱크 NNS NON T
 ASME SEC. VIII

 Div. 1

  - 밸브LV002&LV004,  
    배관3"-L005, 3"-L006

3 I Q
 ASME SEC. III

 ND

  - 기타 배관계통 NNS NON T  ANSI B 31.1

347  수조고온층계통 

  - 펌프 NNS NON S  HI

  - 이온 교환기 NNS NON S
 ASME SEC. VIII

 Div. 1

  - 온수기 NNS NON S Manufacturing STD

  - 배관계통 NNS ANSI B 31.1

    V01, V02 전단 NNS II T

    V07, V08 후단 NNS II T

    그 외 NNS NON S

351  핵연료취급기구 NA NON T  Manufacturing STD

352  작업대 NA NON S  Manufacturing 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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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주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계속)

계통분류
번호

계통 및 주요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

354  핵연료 저장랙 NA I Q
 ASME Sec. III

 NF

357  맨브릿지 NA II T
 Manufacturing STD, 

CMAA

404  실험설비 냉각계통

  - 배관계통 NNS NON S  ANSI B 31.1

  - 기타계통 NNS NON S  Manufacturing STD

405  헬륨가스 공급계통

  - 배관계통 NNS NON S  ANSI B 31.1

  - 기타기기 NNS NON S  Manufacturing STD

411  수송조사 장치

  - 펌프 NNS NON S  HI

  - 수송관 NNS II T  ANSI B 31.1

  - 시료삽입부 NNS NON T  Manufacturing STD

  - 조사관 NNS II T  Manufacturing STD

  - 배관계통 NNS NON T  ANSI B 31.1

413  조사캡슐 및 리그 NNS II T  Manufacturing STD

421  기송조사 장치

  - 수송관 NNS II T  ANSI B 31.1

  - 조사관 NNS II T  Manufacturing STD

441  반도체 생산장치 NA II T  Manufacturing 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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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주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계속)

계통분류
번호

계통 및 주요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

500  일반전기계통 

  - 계전기반 NA NON S  NEMA ICS-6

  - 분배반 NA NON S  NEMA ICS-4

  - 전기계통 감시반 NA NON S  NEMA ICS-6

530  고압배전계통

  - 6.6kV 차단기 NA NON T  ANSI C 37.010

540  저압배전계통

  - 부하반 NA NON T  ANSI C 37.13

  - 전동기 제어반 NA NON T  NEMA AB-1

  - 비상 부하반 NA NON T  ANSI C 37.13

  - 비상전동기 제어반 NA NON T  NEMA AB-1

  - 디젤발전기 NA NON T  NEMA MG-1

550  무정전전원계통

  -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NA I Q
 IEEE 323/344
 ANSI C 34.2

  - 축전지 NA I Q
 IEEE 323/344
       450/485

  - 24V 분전반 NA NON T -

  - 자동전압 조정기
NA
NA

I
NON

Q
T

 IEEE 323/344

560  조명 및 보조설비

  - 비상조명 NA NON S -

  - 수중조명 NA NON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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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주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계속)

계통분류
번호

계통 및 주요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

  - 정상조명 NA NON S -

  - 통신 NA NON S -

  - 화재감시 및 경보 NA NON S -

  - 접지 및 피뢰시설 NA NON S -

570  전선관 및 전선받침

  - 전선관 및 전선받침 NA NON S -

  - 전선로 지지대

   (원자로 정지계통용)
NA I Q -

  - 전선로 지지대 NA NON S -

602  폐쇄회로 감시계통 NA NON S  Manufacturing STD

608
 방사선 감시계통

 (원자로정지계통기기 제외)
NA NON S  Manufacturing STD

612  기상관측 계통 NA NON S  Manufacturing STD

614  지진감시계통 NA I T  IEEE-344 / RG. 1.12

  - 감지기 NA I T  ANSI N 18.5

  - 제어반 NA I T  Manufacturing STD

637  원자로제어계통 NA NON T  ISA S 18.1

661
 제어실 제어반 및 캐비넷  

 (비안전등급)
NA NON S  Manufacturing STD

664  제어용 컴퓨터 NA NON S  Manufacturing STD

678  현장제어반 및 설치대 NA NON S  Manufacturing STD

681  원자로정지계통 NA I Q
 ANSI/ANS 15.15

 CSA 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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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주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계속)

계통분류
번호

계통 및 주요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

711  이차냉각계통

  - 냉각탑 NA NON S  CTI

  - 냉각펌프 NA NON S  HI

  - 화학약품 주입탱크 NA NON S  Manufacturing STD

  - 화학약품 주입펌프 NA NON S  HI

  - 배관 NA NON S  ANSI B 31.1

721  용수공급계통

  - 용수전열기 NA NON S  Manufacturing STD

  - 배관 NA NON S  ANSI B 31.1

722  순수공급계통

  - 순수공급계통 NA NON S
 ASME Sec. VIII

 Div. 1

  - 배관 NA NON S  ANSI B 31.1

731  RCI 환기계통

  - RCI 환기계통 NA NON S  ANSI N 509

  - 비상환기팬 NA NON S  AMCA

  - RCI 환기계통여과기 NA NON S  ANSI N 509

  - 정상 환기팬 NA NON S  AMCA

  - 일차냉각계통 기기실 

    공기냉각기
NA NON S  ARI

  - 격리 댐퍼 NA I T  AMCA 511

  - 기타 댐퍼 NA NON S  AMCA 511

  - 닥트 및 기기 NA NON S  SMA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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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주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계속)

계통분류
번호

계통 및 주요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

732  원자로건물 공기조화 계통

  - 원자로실 공기조화기 NA NON S  ASHRAE

  - 원자로실 급기팬 NA NON S  AMCA / ARI

  - 원자로 건물 환기계통 

    여과기
NA NON S  AMCA

  - 원자로실 배기팬 NA NON S  AMCA

  - 보조기기실 공급팬 NA NON S  AMCA / ARI

  - 보조기기실 배기팬 NA NON S  AMCA

  - 열 회수기 NA NON S  ARI

  - 일반관리 구역 공기조화기 NA NON S  AMCA / ARI

  - 제어실 공기조화기 NA NON S  ARI

  - 압축기실 급기팬 NA NON S  AMCA

  - 압축기실 배기팬 NA NON S  AMCA

  - 밧데리실 배기팬 NA NON S  AMCA

  - 디젤발전기실 배기팬 NA NON S  AMCA

  - 격리 댐퍼 NA I T  AMCA 511

  - 기타 댐퍼 NA NON S  AMCA 511

  - 닥트 및 기기 NA NON S
 SMACNA

 ANSI B 31.1 

  - 팬코일 유니트 NA NON S  AMCA / ARI

  - 배관 NA NON S  AMSI B 31.1

741  원자로건물 소화시설

  - 하론설비 NA NON S  NFPA

  - 옥외소화전 NA NON S  NFPA

  - 소화기 NA NON S  NFPA

  - 배관 NA NON S  NF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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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주요 구조물과 계통의 설계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계속)

계통분류
번호

계통 및 주요기기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적용코드 및 표준

745  옥외소방시설

  - 펌프 NA NON S  HI / NFPA

  - 디젤구동펌프 및 

    연료저장탱크(내장)
NA NON S  HI / NFPA

  - 옥외소화전 NA NON S  NFPA

  - 배관 NA NON S  NFPA

750  압축공기 시설

  - 공기압축기 NA NON S  Manufacturing STD

  - 내부 및 후 냉각기 NA NON S  ASME Sec. VIII Div. 1

  - 압축공기 저장탱크 NA NON S  ASME Sec. VIII Div. 1

  - 공기여과기 NA NON S  ASME Sec. VIII Div. 1

  - 공기건조기 NA NON S  ASME Sec. VIII Div. 1

  - 배관 NA NON S  ANSI B 31.1

760  자재운송설비

  - 원자로실 천정 크레인 NA II T  CMAA 70

  - 펌프실 단궤도 권상기 NA NON S  CMAA 74

782  액체폐기물계통

  - 샤워실 배수조 펌프 NNS NON T  HI

  - 배관 NNS NON T  ANSI B 31.1

785  비 방사성 배수계통

  - 비 방사성 배수조 펌프 NA NON S  HI

  - 배관 NA NON S  ANSI B 31.1

786  위생배수계통

  - 배수조 펌프 NA NON S  HI

  - 배관 NA NON S  UPC, 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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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수출전략형 연구로 계통의 설계등급 분류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전략형 연구로는 하나로를 기본 모델로 하여 설계되므로, 하나로의 안전등

급, 품질등급 및 내진등급 분류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안전

등급, 품질등급 및 내진등급의 분류 기준을 제안하 다. 

2) 수출전략형 연구로에 대한 설계는 하나로 설계당시에 적용되었던 코드 및 표준의 

개정사항을 반 하여, 최신의 코드 및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하나로 

설계에 사용되었던 주요 코드 및 표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조사 및 정리하 다.

3) 제안된 설계등급 분류와 코드 및 표준은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기본설계가 본격적

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계통의 설계개념 변경에 의해 수정될 수 있고,  인허가 관점

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련의 수정과정들을 거쳐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설계등급과 설계 코드 및 표준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8 -

7. 참고문헌

[1] ANSI/ANS 51.1, "Nuclear Safety Criteria for the Design of Stationary 

Pressurized Water Reactor Plants," 1983(R1988).

[2]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ory Guide 1.26, “Quality 

Group Classifications and Standards for Water-, Steam-, and Radioactive- 

Waste-Containing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Rev.3)," 1976. 2.

[3]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ory Guide 1.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Rev.3)," 1978. 9.

[4] 과학기술부 고시 제 94-10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1994. 4. 19.

[5] 10 CFR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2004. 1.

[6]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NS-R-1,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Design,“ 2000. 10.

[7] IAEA, Safety Guide NS-G-1.9, ”Design of the Reactor Coolant System and 

Associated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2004. 2.

[8]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사업 종합보고서,” KAERI/PR-001/97, 1997. 1.  

[9]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0-8호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 

기준,” 2000. 6. 23. 

[10] 과학기술부 고시 제 96-35호, “방사선량등에 관한 규정,” 1996. 9. 9.

[11]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2-21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2002. 12. 26.

[12] 10 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2004. 1.

[13]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안전성 분석 보고서,” KAERI/TR-710/96, 한국원자

력연구소, 1996.

[14] 10 CFR 50, Appendix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and Fuel Reprocessing Plants,” 2004.1.

[15] ASME/ANSI-NQA-1,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for Nuclear Facility 

Applications,” 1997.

[16] ANSI/ANS-15.8,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Research 

Reactors,” 1995.



- 29 -

[17] 정상국, “원자력 발전소용 제어밸브 등급분류 및 설계요건,” 제어계측 논문집, 

2002. 8.

[18] ASME Section III, Subsection NCA, Article NCA-4000, "Quality Assurance," 

1992.

[19]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NS-G-1.6, "Seismic Design and 

Qualifica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2003. 11. 

[20] 10 CFR 100, A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s," 2004. 1.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2913/2005

제목/부제  수출전략형 연구로 계통의 설계등급 분류방안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TR, AR인 경우 주저자)
 윤두병 / 하나로운 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류정수 / 하나로운 부

출 판 지 대 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일 2005. 1. 19.

페 이 지 29p. 도 표 있음( V ), 없음(  )  크 기      29 Cm.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V ), 대외비(  ),

 __ 급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목적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고유의 연구로 모델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다. 

2005년까지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의 개념설계를 완료할 계획

이며, 2006년부터는 기본설계를 수행할 계획이다. 수출전략형 연구로는 하나로의 설

계 및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할 예정이며,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한 안전등급, 품질등급 및 내진등급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설계등급 분

류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로의 각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의 설계등급 분류에 기준이 되었던 규정들의 개정사항을 조사하 다. 또한 

하나로 설계시에 적용되었던 코드 및 표준의 개정사항을 조사하 다. 이러한 조사 결

과들을 기반으로 하여 수출전략형 연구로의 각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의 설계시 적용

할 코드 및 표준을 제안하 다. 향후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하면서 제안된 설계

등급 분류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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