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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형 원자로 특성을 고려한 안전 규제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11. 연구개발의 배경과 필요성 

중수로 원전이 기술성이나 국가 경제 기여 관점에서 결코 경수로
형 원전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원자력 법령 및 안전규제 요건 체
제는 규제 수요가 

많은 경수로형 원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중수로 원전의 설
계 및 운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수로
 신규 원전에 대한 

인허가 심사 및 가동 중 원전 안전 규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
하였고 이러한 상 

황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가동 중인 중수로 원전들에서 발생된 고유의 안전성 현안 등에 
대하여 조속한 사전 

대처 방안 강구가 필요하나 캐나다의 원자력 산업의 사양화로
 원자력 안전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여 안전성현안에 대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우리 나라 독자적 

인 중수로원전 규제 기술요건 체계화를 통한 원전 규제기반 확보
 착수를 정당화하 

고 있다. 

11 1. 연구개 발의 목표 및 범위 

국제원자력기구(퍼EA)와 캐나다의 중수로 원전의 안전규제 기
술요건 체제 변화 

를 고려하고 발전소 현장의 규제 애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수형 원전 안 

전규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중수로 원전 
기술요건 체제를 

고도화하여 안전성 증진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수
행되는데 1차 연도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월성 현장 규제 현황 조사 및 애로 사항 도출 

2) 국내 안전규제 체제 적용 제한 내용 및 범위 규명 

3) 캐나다 신안전규제 기술요건 체제 분석， 정리， 요약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연구개발 결과 

* 우리 나라의 원전 안전 규제 요건은 대부분 규제 수요가 많은 경수로 원전을 기 
반으로 정립되어 미국처럼 명시적인 (descriptive)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으므로 규제 당국과 사업자간가 서로 중수로 원전의 특성을 감안한 설득과 

이해를 추구하는 신축성 있는 규제 체제에 아직은 익숙하지가 못하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가능한 한 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 요건의 

준용이나 확대 적용이라는 보수적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보다 명료한 규제 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중수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 수요 도출， 규제 경험 반영， 체계적 규제 연구 절차 및 관리， 안전현안 도 

출과 반영， 불합리한 규제 기준 개선， 신기술 반영， 사업자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우리의 환경에 맞는 안전 규제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 캐나다의 원전 규제 기준은 극히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실질적인 인허가는 CNSC의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협 

의 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동 중인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된 고유의 안전성 

현안 등에 대하여 조속한 사전 대처 방안 강구가 필요하나 캐나다 내에서는 원자력 

산업의 사양화로 원자력 안전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여 안전성 현안에 대한 해결 전 

망이 불투명한 것이 우리나라 독자적인 중수로 원전 규제 기술 요건 체계화를 통한 

원전 규제기반 확보 착수를 정당화하고 있다. 

* 이제까지의 중수로 원전 심사와 검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중수로 안전 규제는 
기술적 능력과 현장 경험을 배양하였고 중수로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증진을 위한 

현안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경수로 기반의 규제 환경에서 중수로 원전 

규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제 애로 사항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중수로 원전의 안전현안들은 대부분 그 해결에 기술적 노력들이 펼요하며 

그 결과를 얻는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일상적인 중수로 

원전 규제차원에서， 원전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해서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한다. 그 

것들은 바로 안전 섬사 지침서， 운영기술지침서， 검사지침서， 시험지침서， 성능 평가 

지침서의 제정이다 .. 

* 경수로 기반의 규제 환경에서 중수로 규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두 노형간의 
안전성 확보 개념 차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원전 일반설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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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 잣대로 중수로 원전 설계를 검토해 보고 경수로 기반의 규제 체제
에서 중수 

로 원전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수
로의 인허가에 있 

어서 주된 쟁점은 중수로의 안전성 적합 여부가 아니라 중수로를
 우리나라의 경수 

로 기반 규제 환경 속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기존 인허가 기준
， 지침， 절차， 관행， 

규격의 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에 있다. 

* 현장 설문조사 결과 특이한 점은 기술적 현안에 대한 웅답이 25%정도임에 반해 

규제 인력， 규제 관행， 규제 재도 같은 현행 규제 체제에 대한 문제
점 제시가 75% 

로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현장 근무자들은 이용률에 직결되는
 기술적 현안들을 

규제 기준의 제정올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주로 규제기관의 기술
적 판단 하에 규제 

를 완화해주거나 사업자의 대안을 수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 현행 경수로 기반 

의 규제 체제에서 규제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기대하던 
대로이며 이는 제도， 

기술 기준 정비 둥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 그러나 규제 관 

행에 대한 불만은 규제기관과 사업자칸의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
서 야기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제도의 청비로만은 풀기가 어려우며 상호 이해의 기
반 조성이 절실한 

문제들이다. 

2) 활용 방안 

중수로 원전에 대한 고유 법령 및 안전 규제 체제( 규제요건， 기
술기준 등)를 보완， 

정비를 통하여 중수로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 근거를 확보하고， 안
전규제 기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함으로 중수로 원전의 노후화로 점차 증가가 예상되
는 안전성 현안 

해결에 대비하고 선형 중수로 원전 국내 도입 시 필요한 규제
 수요에 대비하며 중 

수로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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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A Study for Good Regulation of the CANDU’s in Korea 

11. 8ackground and Importanæ of the Project 

The technical performance of the CANDU nuclear power plants and their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y is well known in Korea. But Korea has been experiencing many 

huddles in CANDU licensing and in service safety inspection because the 

technological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CANDU plants are not well 

incorporated in current regulatory system which has been established primarily based 

on light water reactor regulatory practices. In addition to this, the resolution of 

generic safety issues of CANDU plants and timely incorporation into regulatory 

system is urgently required. Such a situation validates the research work for 

streamlining the regulatory requirements of CANDU plants in Korea. 

川 . Objective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project is to derive the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ANDU plants regulation. These policy recommendations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upgrading of Korean nuclear regulatory system and safety 

enhancement. During the first phase of this 2 years study, following research 

activities were done. 

1) On-site survey and analysis on CANDU plants regulation. 

2) Review on CANDU plants reg비ating experiences and current ∞n앉raints. 

3) Review and analysis on the new Canadian regulatory approach.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1) Results 

* In Korea, most of the nuc\ear power plant regulatory requirement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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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based on the U.S. Iight water reactor regulatory practices which is highly 

descriptive comparing with consultative practices of Canada. Such a regulatory 

regime does not allow CANDU specific regulatory activities which incorporates the 

characteristics of CANDU plants. Moreover, the safety culture of Korea is not yet 

familiar with consultative regulatory regime to give assurance to CANDU specific 

rather flexible regulatory enforcement In such a situation, it is so natural that 

regulatory approach for CANDU becomes conservative with broader application of the 

existing LWR based requirements to assure th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of 

regulation while utility demands higher level of clarity in regulatory requirements. 

Hence, the streamlining of regulatory requirements for CANDU is urgently required 

incorporating fOllowing aspects. 

- Regulatory demand 

- Regulatory experiences 

- Systematic regulatory research 

- Safety issues 

- Unreasonable regulatory requirements 

- New technologies 

- Utility's regulatory burden 

* The Canadian nuclear regulations describes very fundamental and principal 

requirements only. Actual regulatory decisions are made through the consultative 

process with utility and technical judgement of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It is observed that the immediate resolution of generic safety issues of CANDU 

plants are not expected in Canada because of the current nuclear stagnancy and 

budget constraints. In this regards,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igenous CANDU regulatory requirements is reasonable. 

* The Korean regulatory authority has accumulated the substantial level of technical 

capacity as well as field experiences .for CANDU and systematically recognize the 

safety issues. While most of the safety issues identified through this project require 

long term technical resolution, some require immediate attention to level up the 

regulatory efficiency as well as plant operational efficiency. These are safety review 

guides, plant technical specifications, inspection and test guides and plant 

performance evalua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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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ncrease the CANDU regulatory efficiency under the LWR based regulatory 

regim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LWR and CANDU 

regarding safety assurance concepts. In this context the project reviewed the 

compatibility of CANDU design philosophy with the US 10CFR 50 General Design 

Criteria.. The project concluded that intrinsic safety itself is not a major concern. T 0 

introduce the CANDU regulatory system into the current LWR based regulatory 

regime, the objective of future study should be focussed on the scope and extent of 

improvement or establishment of regulatory guides, procedures, practices and industry 

standards 

* Analysis of field survey responses indicates that 75% of the responses are related 

to the non -technical issues such as legal procedures, regulatory manpower, and 

on site practices. The utilityi wants regulatory authority to resolve the minor, but 

directly influencing the plant availability issues by regulatory judgement or endorsing 

alternatives suggested by utility rather than preparing new regulations. Among these 

non-technical issues, legal issues can be resolved through the implementing plan. 

But issues regarding regulatory practices are primarily raised from the fact that 

regulatory authority and utility has different viewpoint. Hence, this kind of issues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common ground for mutual understanding. 

2)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Result of the project can be utilized as an input to the CANDU specific regulatory 

system development. Under the CANDU specific regulatory system, future regulatory 

demand raised by plant aging and new plant construction can be absorbed 

effectively. And consequently public acceptance on CANDU safety can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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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제 1 절 연구의 배경 

우리 나라에서는 1983년 월성 1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로 2000년 

말 현재 4기 약 잃0만 kW의 중수로 원전들이 운전중이며 (원전 총 시설용 

량 1 ，370만kW의 20%) 2αR년도에는 227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체 전 
력 생산량의 8.5%를 담당하였고 이용률 변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수로 원전 개발국인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중수로 원전 시설 

용량 보유국인 동시에 우수한 발전 실적을 기반으로 중수로 원전 분야에서 

선발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렇듯 중수로 원전이 기술성이나 국가 경제 기여 관점에서 결코 경수로 

형 원전에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원자력 법령 및 안전규제 

요건 체제는 규제 수요가 많은 경수로형 원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중수 

로 원전의 설계 및 운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 규제 활동 과정에서 사업자와 규제자 간의 이해상충으로 

언하여 기술적으로 의견 대립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즉， 중수 

로 원전의 기술 원천국인 캐나다의 규제 요건 및 산업기술기준 등을 국내 

원자력 법체계에 선별 수용하지 않고 현재 원자력 법령 및 관련 고시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수로형 원전 규제 요건을 중수로 원전에 준용하여 제도적 

으로 중수로 원전에는 다소 불합리한 안전규제가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따 

라서 중수로 신규 원전에 대한 언허가 심사 및 가동 중 원전 안전 규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99년10월과 11월 2차에 걸친 과학기술부의 원전 종합 안전점검결과 

중수형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규제요건， 기술기준， 안전성 평가 규제기 

술개발의 필요성과 현장중심의 안전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었다. 

반면에 경수로형 원전 국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수로 원전 규제 체제에는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 기존 국가 원자력 정책 하에서 중수로를 보완 

로형으로 취급하며 원전 건설 사업을 통하여 도입한 안전 규제 및 설계 기 

술을 제도적， 기술적으로 토착화하기 위한 지속적언 기술개발에 소홀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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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러한 안전 규제 수준 답보의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중수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경수로형 원전보다 상대적으로 

큰 실정에 도달했으며 특히 월성 원전에서 발생된 일련의 중수 누설 사건으 

로 중수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경수로형 원전에 

비해서 안전 규제 기술 기반이 취약한 중수로 원전에 대한 규제 체제 정립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17년을 운전한 월성 1호기의 경년 열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운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 

및 표준화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수로원전 공급국인 캐나다의 가동 중 원전에서 발생된 고유의 안 

전성 현안 등에 대하여 조속한 사전 대처 방안 강구가 필요하나 캐나다의 

원자력 산업의 사양화로 원자력 안전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여 안전성현안에 

대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우리 나라 독자적인 중수로원전 규제 기술 

요건 체계화를 통한 원전 규제기반 확보 착수를 정당화하고 있다. 

제 2 절 현 규제 기 술 요건 체 제 의 취 약성 

규제 기술요건 체계화라 함은 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안전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원자력법에 명시된 안전 

원칙， 이러한 안전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령이나 고시에 보다 구체 

적으로 기술하는 얼반안전요건과 상세기술요건， 그리고 규제 시행 단계에 

서 적용하는 심사기관 내부 지침인 안전규제지침과 안전심사지침을 포함 

하여 국내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술적 요건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안전규제 과정에서는 규제지침과 심사지침에 수록되어있는 고려항목과 

설정기준이 규제 대상 시설의 특성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님이 객관적으로 

공인되어야하며 상위 규정인 시행령 및 고시에 명문화되지 않거나 상충되 

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수로형 원전 중심으로 개발된 현 국내 안전 규 

제 기술요건 체제는 중수로 원전 안전 규제에 최적상태는 아니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년도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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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종 목표 

본 연구는 국제원자력기구(파EA)와 캐나다의 중수로 원전의 
안전규제 

기술요건 체제 변화를 고려하고 발전소 현장의 규제 애로점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수형 원전 안전규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궁극적
으로 국내 

중수로 원전 기술요건 체제를 고도화한다. 

2. 연도별 목표 

가. 1차 년도: 중수로 원전 안전규제 현안 도출 및 신안전규제 체제의
 특 

성 분석 

(1). 월성 현장 규제 현황 조사 및 애로 사항 도출 

월성 원전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 문제점， 중수로 원전 건설 인허
가 규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관련 문서나 경험자 면담을 통하여 파악한다
. 

(2). 국내 안전규제 체제 적용 제한 내용 및 범위 규명 

현장 조사 및 애로 사항 도출 결과를 토대로 기존 국내 안전
규제 체제를 

중수로 원전에 적용함에 있어서의 제한 요소와 범위를 규명한다. 

(3). 캐나다 신안전규제 기술요건 체제 분석， 정리， 요약 

캐나다 신안전규제 기술요건 체제의 현황조사는 CNSC의 규제문
서인 R

문서와 C-문서， 그리고 AECL의 안전설계지침서를 기반자료로 
하여 문서 

화 현황 및 규제 적용 실례들을 수집， 정리， 분석한다. 

나.2차 년도 : 중수로 원전 안전규제 효율화， 개선을 위한 종합 방안 수립 

(1) 월성 현장 규제 애로 사항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1차년도의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근거하여 종합적인 설문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설문 웅답 분석을 통하여 규제 기관과 발전사업자의 
규제 개선 수 

요를 체계화한다. 

? 
u 



(2) 캐나다 신 안전규제체제 국내 도입 방향 제시 

1차년도의 성과를 토대로 캐나다의 신안전규제 체제의 국내 도입 방향을 

제시한다. 

(3) 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기준 및 요건 개발 동향 조사와 분석 

안전요건， 안전지침， 중수로 원전 성능평가지침 (Perforrnance Indicator)의 

상태 및 개발 방향에 조사， 평가， 예측한다. 

(4) 중수로 원전 안전규제 개선 종합 방안 수립 

제 4 절 연구의 기대 효과 

중수로 원전에 대한 고유 법령 및 안전 규제 체제( 규제요건， 기술기준 

등)를 보완， 정비를 통하여 중수로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 근거를 확보하고， 

안전규제 기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함으로 중수로 원전의 노후화로 점차 증 

가가 예상되는 안전성 현안 해결에 대비하고 신형 중수로 원전 국내 도입 

시 필요한 규제 수요에 대비하며 중수로 원전에 대한 국민이해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적 규제 체제의 구축으로 인하여 외국 기술 도입 경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중수로 원전 시장이 중국， 인도 및 동구 지역에서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중수로 원전 사업 해외 진출과 대외 

규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원자력계 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수로 원전 안전규제 기술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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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행 규제 기술 요건 체제 분석 

제 1 절 원전 규제 청책 일반 

원전 규제 활동의 목적은 우선은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
민의 건강 

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적 활용이 불가피한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독립적이고
， 엄정하고， 

투명하고， 전문성이 존중되는 효율적인 원전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
. 

원전 안전 규제는 여타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설계，
 건설 단계 

에서 수명 종료 후 폐기 감시까지 전과정에서 여러 공학 분야의
 전문 지식 

과 경험 그리고 제도와 조직을 필요로 한다. 우리 나라는 1970
년대에 원전 

건설을 시작하면서 원전 안전 규제 관련 제도와 조직 정립에 착
수하였다. 그 

러나 1981년 원자력 안전센터가 활동을 개시하기 이전까지는 국
내 기술 기 

반이 취약하여 공급국의 원전 규제 기술 요건들을 준용하여 왔
으며 1990년 

에 법률에 의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독립 기관으로 활
동을 개시하면 

서 안전심사 및 검사 능력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기술 기준 확립
， 안전성 연 

구의 강화 등 안전규제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 나라의 원전 안전 규제 정책은 1994년에 “원자력안전정
책성명”에서 

천명한 안전규제활동의 5대 원칙， 즉 규제기관 및 활동의 독립성
， 원자력 정 

책 및 활동의 공개성， 안전규제의 명확성， 안전규제 수단 및 활
동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규제의 신뢰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5대
 원칙을 실 

현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
향상 및 기 

준개발， 방사능 방재 대책 및 환경방사능감시의 강화， 안전문화의
 확산， 원자 

력 안전정보 공개 및 국민이해 제고， 안전규제의 국제화 및 국제적
 핵투명성 

확보，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의 지원， 육성을 주요 정책 방향으
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안전 규제의 명확성， 안전 규제 수단 및 활동의 
효율성 측면 

에서 우리 나라의 현행 원전 안전 규제 기술 요건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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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2 절 원전 안전 규제 가술 요건 

우리 나라의 원전 안전 규제 기술 요건은 원자력법령 체제 속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 요건과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규제기관의 내부 규정 성격을 지니는 비강제 요건인 안전규제지침으 

로 대별된다. 

L 강제 요건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은 1958년 3월 11일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 

을 거둡하여 온 후 1998년부터 신정부의 규제개혁 계획， 새로운 규제 제도， 

기술 기준 체계를 감안하여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0호로 전면 개정 공 

포된 후 주기적 안전성 평가， 표준설계 인가 둥 안전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54호로 공포되어 (공포 6개월 후 발효) 현재에 이 

르고 있다. 

안전 규제 기술 요건 측면에서 보면 법률 5820호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원자력볍 시행령은 기존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각종 안전 규제 기술 

요건들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관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 번거로운 

법령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적 진전 사항들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그 때까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술 요건들을 과 

학기술부령으로 하향 이관하고 과학기술부 고시의 형태로 공포된 각종 안전 

규제 기술 요건들 중 주요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상향 이관하여 기본적인 

기술 요건들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원자력법 시행규칙 중 

행정적인 사항들만 계속 원자력법 시행규칙으로 남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본 장에서는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원자 

력법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고시들 중 중 

수로 원전 안전 규제 기술 요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만 조사， 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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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원전 부지， 방사선 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품질보증 관
련 조항들은 

노형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들이므로 본 조사， 검토에서 제외하였
다. 

원자력법 제2조(정의) 10호는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정의， 원자력 

법 제 12조(허가기준)2호는 건설허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원자력법 제 16조 

(검사)는 사용전 검사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 원자력법 제23조2(검사)는 가동 

중 정기검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제22조(허가기준)2호는 운영허가에 적용 

되는 기술 기준， 원자력법 제23조의2(주기적안전성평가)는 주기적안전성평가 

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원자력법 시행령 제102조 내지 제 112조는 운영에 관 

한 안전 조치 관련 기술 기준들을 하위 법체계에서 규정하기 
위한 최상위 

근거이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셜 정의 

원자력법 제2조 (정의) 제 10호는 “관계시셜”이라 함은 원자로의 안전에 관 

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말한다.“ 라고 규정하며 규제
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는 법 제2조제 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다음 각호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1. 원자로냉각계통시설 

2. 계측제어계통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 배출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시설 

8.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것 

상기 시행령 중 고시로 위임된 제8호는 고시 2000-14 “기타 원자로의 안 

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고시”로 명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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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허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원자력법 제 12조(허가기준) 2호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 

조 및 설비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 물질 등 

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원전 건설 

허가 기술기준을 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상기 원자력법 조항에 의거 제정된 과학기술부령 제 16호 (2α)(). 4. 18) “원 
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제 11조 내지 49조는 원전 건설허가 

관련 일반 기술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 11조는 다음과 같다. 

제 11조(적용범위)(1)법 제 12조 제2호(법 제3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 12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 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기 제 11조의 2항은 노형별 또는 기술별로 본 기술기준 규칙의 적용에 

무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규제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 11조 내지 49조 각 조항에 (방사선 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조항 

들을 제외한) 규정된 일반요건들 중 일부는 상세 기술 요건들을 고시에 위임 

하여 강제 규정화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조항들은 상세 규제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비강제요건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 

지침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 12조(방호시설의 설치 등)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 13조(화재에 의한 손상의 방지)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 14조(내진성)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 15조(진동에 의한 손상의 방지)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 16조(울타리 등의 시설):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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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급경사지의 붕괴방지)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 18조(원자로시설의 구조 동)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 19조(안전설비)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20조(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21조(재료 및 구조 동) “원자로시설(압축기 및 보조보일러를 제외
한 

다)에 속하는 용기 · 배관 • 펌프 • 밸브 • 구조물 및 원자로용기 내 

부구조물의 재료 • 구조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각
 

의 안전성 등급과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시 94-10 “원자로시설의 안전둥급과 동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이 본 조항의 세부 기준이나 고시 94-10은 아직 제정 근거를 개정
 

하지 않고 었다. 고시 94-10의 근거 규정 번호만 고치면 되는 
단 

순한 문구 수정 작업이므로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기 고시 제9조는 등급별 규격 적용에 있어서 중수로 원전의 경 

우 캐나다 규격인 CSNCAN3-N잃5.1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 

제22조(안전밸브 등) “원자로시설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 

하는 바에 따라 과압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밸브 또는 방
출밸 

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시 2α)0-18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 

이 본 조항의 세부 기준이다. 

제23조(내압시험 등)CD원자로시설에 속하는 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 

한다) . 배관 · 펌프 및 밸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압시험을 하여 그 정한 누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시 2000-16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이 

본 조항의 세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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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내압시험 등)<2)원자로격납용기 및 이에 접속하는 용기와 이들 

용기 안의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 

하여 설치되는 용기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내압시험을 하여 그 정한 누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기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제24조(감시시험편) 원자로 본체가 1메가전자볼트 이상의 중성자의 조 

사(照射)를 받아 그 재료가 현저히 취약화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부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시시험 

편을 부착하여야 한다. 

고시 2000-15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이 본 조항의 세부 

기준으로 보이나 이 고시는 현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를 근거 규정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고시는 가압경수로에만 적용된다. 

제25조(원자로의 노섬 등)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26조(차폐체 등)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27조(1차명각재)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28조(순환장치 등)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29조(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30조(비상노섬냉각장치)<2)비상노심냉각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고시 2에0-19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 

준”이 본 조항의 세부 기준이다. 이는 경수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다. 

제 31조(1차냉각재의 배출)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32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 10 -



제33조(계측장치)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34조(경보장치 등):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35조(원자로보호계통)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36조(다양성보호계통)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37조(제어계통)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38조(제어재구동장치)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39조(원자로제어실 동)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40조(연료등 저장시설)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41조(연료등 취급장치)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47조(원자로격납시설 등)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48조(전기설비)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49조(방사선비상대웅시설 둥)(2)방사선비상대웅시설의 위치 · 크기 
· 

구조 • 거주성 및 관련설비 둥의 기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상기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원자력법 제 12조(허가기준) 2호에 의거 제정된 고시 2000-17은 “전력산업
 

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산업계에 
의해서 제 

정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 규제 적용 방법과 범위를 다루고
 있다. 전력 

산업기술기준은 주참조기준으로 경수로 원전 위주로 제정된 
미국의 기준들 

을 채택하고 었다. 

다. 운영허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원자력법 제22조(허가기준) 2호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과
 

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
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원전 운영허가 
기술기준을 과 

학기술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거 제정된 과학기술부령 제 16호 (2000. 4. 18)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제50조 내지 57조는 원전 운영허가 관련 일반 

기술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50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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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적용범위 )CD법 제22조제2호(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기술 

기준에 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 

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 

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기 제50조의 2항은 노형별 또는 기술별로 본 기술기준 규칙의 적용에 

무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규제의 신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51조 내지 57조 각 조항에 (방사선 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조항 

들을 제외한) 규정된 일반요건들 중 일부는 상세 기술 요건들을 고시에 위임 

하여 강제 규정화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조항들은 상세 규제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비강제요건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 

지침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51조(비상용 안전장치 등)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52조(반응도효과 둥)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53조(원자로용기의 압력) : 상세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음 

제56조(원자로격납시설 등)(2)제 1항의 원자로격납시설 누설률시험은 

시험조건 · 시험방법 · 허용기준 및 시험주기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기 고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제57조(반응도펄스운전시의 적산열출력) 

원자력법 제22조(허가기준) 2호에 의거 제정된 고시 2ω0-17은 “전력산업 

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은 산업계에 의해서 제 

정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 규제 적용 방법과 범위를 다루고 있다. 전력 

산엽기술기준은 주참조기준으로 경수로 원전 위주로 제정된 미국의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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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고 있다. 

라.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원자력법 제 16조(검사) 제 1항은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셜의 건설·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원전 건설 과정에서의 규제 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7조(사용전검 

사) 제2항은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 12조제2호 및 법 제2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원자력법 제23조의2 (검사) 제 1항은 ”운영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 원 

자로운영자”라 한다)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특정핵물질의 계 

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 

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원전 운영 과정에서의 규제 검사를 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정기검사) 제2항은 원자로시설의 성능이 법 제 

22조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와 원자로시설의 내압 · 

내방사선 기타 성능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 

고 있을 때를 합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전검사의 경우는 원자력법 제 12조 2호와 그 관련 기술기준 및 원자력 

법 제22조 2호와 그 관련 기술기준을 합격 여부 판정에 적용하고 있다. 정기 

검사의 검사의 경우는 원자력법 제22조 2호와 그 관련 기술기준을 합격 여 

부 판정에 적용하고 또한 시행령 제27조(사용전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 유지를 합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전검사의 합 

격기준은 원자력법제 12조 2호의 기술기준이다. 즉， 사용전검사， 가동중 정기 

검사 모두 원자력법 제 12조2호， 제22조2호와 이들의 관련 기술기준들을 합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가동중 정기검사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42조(정기검사) 1항은 “발전용원자 

로운영자는 원자로시절의 성능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 

행규칙 제 19조(정기검사)는 검사 대상 시설들과 검사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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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시설들 중 제 11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들은 고 

시 2000-14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고시”로 명문화되 

어 있다. 반면에 사용전검사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27조(사용전검사)에는 검 

사 대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마. 주기적 안전성평가 관련 기술기준 

주기적안전성평가 조항은 2001년1월에 원자력법에 추가되어 아직은 관련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바. 운영에 관한 안전 조치 관련 기술 기준 

원자력법 제29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 1항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 

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시행령 제3관“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이 제정되었는데 

마지막 조항인 제 112조는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 

여도 안 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 103조 내지 제 110 

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제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시행령 제 103조 내지 제 110조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중 방사선관리， 폐기물 

관리， 행정 절차에 관련된 조항들을 제외하면 다음의 2개 조항이 본 연구의 

검토 범위라고 볼 수가 있다. 

시행령 제 107조의 2(원자로시설의 가동중 점검 및 시험)는 “발전용원자로운 

영자는 원자로시설에 속하는 용기 · 배관 · 주요펌프 및 주요밸브와 이들을 

지지하는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재질 및 성능이 취 

약 화되는 정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시 · 평가하고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시 1998-15 “원자 
로시설의 가동중점검 및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단 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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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제67조 제2항이 현시행령 제 107조의2로 옮겨졌지만 고시 1998-15는 근 

거규정으로 구시행령 번호를 언급하고 아직 제정 근거를 개정
하지 않고 있 

다. 

상기 고시 제8조(점검 및 시험기준) 제 1항 제2호는 점검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비파괴검사의 방법 및 평가， 기록 둥에 관한 기준으로 중수
로 원전의 

경 우는 "CAN/CSA -N잃5.4， Periodic Inspection of CANDU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및 "CAN/CSA-N껑5.5， Periodic Inspection of CANDU 

Nuclear Power Plant Containment Components" 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호는 격납건물의 텐돈 및 구조검사에 대하여는 CAN/CSA-N287.7 

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 107조의 3(원자로용기의 감시)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1메가전 

자볼트 이상의 중성자 조사로 인하여 원자로압력용기의 재질 
및 성능이 취 

약화되는 정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시 · 평가하
고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시 2000-15 “원자 

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압경
수로형에만 

적용되는 고시이다. 

이상과 같은 원전의 안전 규제 기술 요건들을 표로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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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원전의 안전 규제 기술요건 

원자력볍 시행령 시행규격 
기술기준 규칙 고시 중수로원전 

(일반요건 성격) (싱세요건 성격) 적용성 

제2조(정의) 
제9조(관계시설) 

2()()-14“기 타 원자포의 
기타 원자로안전 

“관계시성”블 
관련 시설블 과 

안전에 관계되는 사섣 

시행령에 위임 
기부에 위임 

에 관한 고시” 

제 11조(적용범위) 중수로 원전 

제2항 안전상 지장이 에 대한 선축 

없는 경우에는 일부 ït 성 있는 규제 

정플 적용하지 아니할 의 근거가 필 

수 있다고 규정 수도 있응 

제 12조(방호시섣의 

설치 등) 

제 13조(화재에 의 

한 손상의 방지) 
A。l

세 

제 14조(내진성) 기 

제 15조(진동에 의 
; 1r 

한 손상의 방지) 에 

제 16조(울타리 r。

의 시설) 
대 

제 17조(급경사지의 
한 

서02조(허가기준) 
용괴방지) 

언 

2호 · 건섣허가 
셔08조(원자로시섣 

:l1j 

관련 상세기준올 
의 구조 등) 

없 

과기부에 위임 제 19조(안전설비) ~ 

제 20조(성능검증 

부품의 사용) 

제21조(재화 및 쿠조등) 
1994-10“원자로시섣의 CSNCAN:~ 

상세기준플 고시에 위임 
안전등급과 등급별 ;r N~‘5.1 적용 
격에 관한 규정” 허용 

제22조(안선띤브 등) 
2000-18“원자로시섣 

싱세기준블 고시에 위인 
의 안신 l씌브 및 방판 

l핀브에 관한 기준” 

제23조(내압시험 등) 20()()-16 “원자로시 섣 

CD용기，배관，펌프，맨브 주요부품의 내압시험 

상세기준플 고시에 위임 에 관한 기준” 

제23조(내압시험 등) 

(2)원자로격납용기 향후 제정 예상 

상세기준블 고시에 위임 

제24조(감시시험편) 2αX)-15 “원자로압력 가압경수보 

상세기준블 고시에 위임 용기 감시시헝 가준” 전용 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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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원전의 안전 규제 기술 요건(계속) 

기술기준 규칙 고시 중수로워진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반요건 성격) (상세요건 성격) "H-AJ 

제25조(원자로의 노 

섬 둥) 

쩨26조(차폐체 풍) 상셰 

쩨'z7조(l차냉각채) 
기준 

언급 
재g조(순환장치 둥) 없옴 

채29조(원자로냉각 

재압력경계) 

채30조(비상노심냉각장치) 
2000-19“가압경수로의 

가압경수로 

상째기준올 고시에 위임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전용 기준엄 
성능에 관한 기준” 

채31조(1차냉각채의 

배출) 

재 32조(역류방지웰 

브의 셜치) 

재33조(계측장치) 

제34조(경보장치 풍) 

채 35조(원자로보호 

계통) 상 

제 12조(허가기준) 채 36조(다양성보호 세 

2호 : 건설허가 계통) 기 

관련 상세기준올 ; ;rι 

과기부에 위임 
제37조(제어계통) 

어" 

제 38조(채어재구동 급 

장치) 없 

처1139조(원자로제어 % 
λ~%、l

제40조(연료둥 저장 

시셜) 

재41조(연료둥 취급 

장치) 

제 47조(원자로격납 

시셜 풍) 

제48조(전기설비) 

채49조(방사선비상대용시 

실 둥) 상써기준플 고시 향후 제정 얘상 

에 위임 
전력산엽기숲기 

2000-17“전력산엽기숲 준은 경수로 미 

기준의 원자로시설 기 국의 경수보 원 

숲기준 적용에 관한 선기준불 T~-I 

지침” 참조하여 세정 l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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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원전의 안전 규제 기술 요건(계속) 

원자력볍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 규칙 고시 

중수로원전적용성 (일반요건 성격) (상셰요건 성격) 

제50조(적용범위) 
제2항. 안전상 지장이 없는 중수로 원전에 대한 
경우에는 일부 규정올 적용 선축성 있논 규제의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 근거가 될 수도 있음 
정 

제51조(비상용안전장 
치 등) 상새 
채 52조(반용도효과 기준 

제22조 둥) 언급 
(허가기준) 채53조(원자로용기의 없음 
2호· 운영 압력) 
허가 관련 제56조(원자로격납시셜 둥) 
상세기준올 2항 : 원자로격납시설 누설 

향후 제정 혜상 
과기부에 륜시험 : 상세기준올 고시에 
위임 위임 

제57조(반웅도훨스운전시의 
적산열출력) 상세기준 언급 

없음 

2000-17“ 전 력 산 
전력산업기술기준은 

업기술기준의 원 
마국의 경수로 원전 

자로시설 기술기 
기준을 주로 창조하 

준 적용에 관한 
여 채정되었음 

지침’ 

제27조(사용전검사) 
제 16조 2항:합격기준으로 검사대상애 
(검사):사용 볍 12조2호， 법 22조2 대한 조항이 
선검사 호의 기술 기준 없음 

적용플 명시 

제 42조(정 기검사)2 
항·합격기준으로 법 

제 19조(정기 제23조2 22조2호와 법 12조 
(정기검사): 2호의(시행령 27조 

검사):검사 

정기검사 를 참조하며 간접 
대상， 검사 

적으로)기술기준 
시기 둥 

적용을 명시 

제 112조(적용배제) 
·안전상 지장이 없 중수로 원전에 대한 
는 경우에논 103조 선축성 있는 규제의 
내지 110조 적용 근거가 칠 수도 있음 
배제를 허용 

고시 든 1998-15는 중 
수로 원전에 대해 

제 29조(운 -점검 수행자의 자 

영에 관한 제 107조의 2(원자로 
격， 비파괴검사의 방 

안전조치) 시설의 가동중 점 1998-15“원자로 법 및 평가， 기록등 
관련상세기 검 및 시험) : 상세 시설의 가동중점 에 관한 기준으로 

준윤 시행 검 및 가동중시 "CAN/CSA - N285.4, 
령에 기준을 과기부에 험에 관한 규정 n "CAN/CSA - N285.5, 
。!flll 위임 격납건불의 텐본 및 

구조검사 기준으로 

CAN/CSA-N287.7룹 
준용 

제 107조의 3(원자로 
2000-15“원자로 용기의 감시): 상세 가압경수로 

기준플 과기부에 
압력용기 감시시 

전용 기준임 
위임 

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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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강재 요건 

비강제 규제요건인 안전규제지침은 강제요건과는 달리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규제기관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내규 

성격을 지니며 업무지침과 기술지침으로 구분된다. 업무지침은 규제기관이 

원자력안전규제 행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규제행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절차 및 요령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며， 기술지침은 원 

자력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요건 또는 권고 사항들이 포함된다. 

규제지침은 규채 효율성 제고 일관성 유지에 도움을 주고 사업자에게 규 

제기관의 입장과 규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적 진 

보나 정책， 재도의 변화에 따른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제껏 체계적인 개발이 미홉한 가운데 외국 규제지침을 많이 준용해 왔었 

으나 1999년부터는 안전규제지침 개발， 검토， 인증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 중에 었다. 

2001년 1월 현재 안전규제지침 중 방사선 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품질 

보증， 기타 행정 절차 관련 사항들을 제외한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심사 

KINS/GE-NOO1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안전심사 지침서 (I ， IT ，m， N ， V 

권) 1999, 

중수로 원전에 대한 안전 심사지침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나. 정기검사 

KINS/GI - NOO1 원자력 1호기 (고리 1호기) 정기검사요령서(제 1 ，2，3권) 

1984 
KINS/GI-Nα)8: 원자력 3호기 (고리2호71) 정기검사요령서， 1985 
KINS/GI-Nα꺼 : 원자력 6호기 (영광1호기) 표준정기검사요령서， 1987 
KINS/GI - NOll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검사지침서， 1992 (울진 1 ，2호기 

적용) 

- 19 -

• ------1------------• 



KINS/GI - NOO7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검사지침서， 1991(고리 1-，4호기， 

영광1 ，2호기 적용) 

KINS/GI - N012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기검사지침서， 1992 (월성 1호기 
적용) 

KINS/GI-N017 :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점검표， 1996 (고리 1 ，-4호기， 영광 

1-4호기， 울진1 ，2호기 적용) 

월성 2,3,4 호기들에 대한 정기검사지침서와 월성 1，2，3，4호기에 대한 정기 
검사점검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다. 사용전검사 

KINS/GI-N어6 원자력발전소 사용전시설(성능)검사요령서 (900MWe 
PWR), 1985, (고리 3，4호기， 영광1，2호기， 울진1 ，2호기 

적용) 

KINS/GI-N010 : 원자력발전소 사용전(시설)검사요령서 (1에OMWe， PWR, 
Rev. l), 1993 

KINS/GI-N015 : 월성 가압중수로 사용전(시설)검사 요령서， 1994 

KINS/GI-N013 : 1000MWe급 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용전(성능) 
검사지침서， 1994, (영광3，4호기， 울진3，4호기 적용) 

라. 주재관 검사 

KINS/GI-N014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원) 표준검사지침서 ( 1 ) 우~여 u , 

1996 
KINS/GI - N016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원) 표준검사지침서 ( rr ) 건설， 

1996 

마. 기타 

KINS/GE - NOO3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점검 수행 및 검토지침서 
중대사고에 대한 주요 취약점 파악， 취약점의 영향감소 

및 제거하기 위한 검토 지침서， 1997 
KINS/GT-NOO1 : 안전관련 펌프， 밸브 가동중 시험 지침， 1995 

제 3 절 결 론 

우리 나라의 원전 안전 규제 요건은 대부분 규제 수요가 많은 경수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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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기반으로 정립되었으므로 기존 원자력 법령에 중수형 원
자로 고유 특 

성을 고려한 기술적 규제 요건과 KINS의 기술지침， 규제지침이 
부족한 가운 

데 신규 중수로 원전 인허가 및 가동중 원전에 대한 안전 규제
 시 중수로 

공급국인 캐나다의 규제요건 및 산업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비록 원자력법 시행령이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 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특정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 

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
이 없는 경 

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제의 신축성
을 부여는 하 

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원전 규제는 미국처럼 명시적인 (descriptive) 방식으 

로 수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으므로 규제 당국과 사업자간
가 서로 중수 

로 원전의 특성을 감안한 설득과 이해를 추구하는 신축성 있는
 규제 체제에 

아직은 익숙하지가 못하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가능한 한 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 요건의 준용이나 확
대 적용이라는 

보수적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
는 보다 명료 

한 규제 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2001년 1월에 발표된 과학기술부의 “ 2001년도 원전 안전규제 정책방향” 

도 그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시행”할 것 

을 천명하고 있음은 비록 중수로원전을 따로 언급하고는 있지 
아니하나 이 

러한 상황을 인식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른 로형의 원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중수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 수요 도출， 규제 경험 반영， 체계적 규제 연구 절차 및
 관리， 안전 

현안 도출과 반영， 불합리한 규제 기준 개선， 신기술 반영， 사업
자 부담 완화 

를 고려하여 우리의 환경에 맞는 안전 규제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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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캐나다의 규제 기술요건 혜뼈 분석 

제 1 절 원전 규제 방식 일반 

1없6년에 제 정 된 캐 나다의 Atomic Energy Control Act 는 지 난 반세 기 

동안에 원자력 안전 및 물질 규제에 적용되어 왔으니 그 동안의 규제 관행 

이 산업계와 보조를 맞추며 건강 안전 안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키며 진화해 왔음에도 법령 자체는 바뀐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현대적이 

고 보다 효율적인 규제 골격을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했었다. 이러한 규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1997년 Nuc1ear Safety and Control Act (NSCA)가 

의회에서 통과되어 이 구법인 Atomic Energy Control Act를 대체하였다. 이 

법은 원자력 규제의 골격을 규정하고 Canadian Nuc1ear Safety Commission 

(CNSC)의 발족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후 2아)()년 5월 31일 캐나다의 기존 

Atomic Energy Control Board(AECB)가 Canadian Nuc1ear Safety 

Commission(CNSC)으로 발족하며 캐나다의 규제체제는 50년전 AECB 설립 

이래로 최초로 전면 개편되었다. 

CNSC는 그 전신인 AECB와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원자력 연구 

시설， 치료진단용 장비， 우라늄 광산 운영， 동위원소 이용에 이르기까지 원자 

력 에너지와 물질이 개재되는 활동들을 규제한다. 새로운 규제체제에서는 불 

펼요한 규제 상의 중첩과 중복을 줄이기 위한 연방 정부와 주정부간의 조화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NSC는 규제 여건의 조성， 규제 기준 만족 검증， 시정 조치를 통해서 원 

자력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 여건 조성이란 규제기준의 합리성을 알리 

고 그 이행을 장려하며 저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규제기준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규제 기 

준 만족 검증은 검사， 감사，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검증에 적용되는 

기준은 법령， CNSC 자체 규제문서 사업자 제출 정보， CNSC 전문가의 판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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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 안전규제를 미국이나 우리 나라와 같이 명시적 규제가 아 

닌 협의규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안전 규제 체제와 문서가 미국이나 

우리 나라와 같이 상세하게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CNSC는 상위 

수준의 안전성 목표들을 제시하며 이 목표의 달성을 대부분 설계자에게 위 

임하되 이러한 설계가 안전성 목표를 합리적 신뢰도를 지니며 달성하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즉 안전성 검증 평가 체제를 규제기관이 별도 

로 지니는 가운데 검증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안전성 확보에 근본적인 

책임을 지며 CNSC는 이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캐나다식 규제 방식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규제자의 독단 잠재 

성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었다. 이러한 장점 유지가 가능한 이유는 캐나다는 

중수로 원전인 CANDU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인 AECL이 설계 전 

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AECL만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자세한 규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되고 운전 

중 입증된 인정된 관례들이 (accepted practices)들이 규제의 근거가 되고 이 

들을 하나하나 문서로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제 2 절 원전 안전 규제 기술 요건 

1. 규채 문서 (regulatory documents) 

원자력 안전 규제의 법적 근거는 모법인 NSCA, CNSC 제정 법령 

(regulation) , 면허Oicense) ， 인증(ceπificate)과， 핵물질장소출입허가 

(authorization) 이다. CNSC는 NSCA에 의거 법령 제정과 수정을 하나 

NSCA와 연방 정부 정책을 따른다. 어떤 경우는 법적 규제 근거가 매우 

명확하여 규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매우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법적 규 

제 요건 이 필요한 성 능 위 주로 규정 되 어 (performance based) 었으므로 

법적 규제 요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CNSC는 규제문서를 (규제 정책， 규제 표준， 규제 지침， 규제 통보， 규제 

절차) 규제 근거로 발간하여 이용하며 이들은 규제 요건 달성 입증에도 사 

용된다. CNSC는 이들 법적 근거와 이를 보조하는 자체 발행 규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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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Document)를 통해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수행하고 

다.<그림 3-1>은 이러한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렴 3-1> 캐나다의 원자력 안전 규제 

있는 것이 

규제 문서에는 규제문서에는 정책 (p이icies) , 표준(standards) ， 지침 

(guides) , 통보(notices) ， 절차(procedures)의 5종류가 있는데 법령의 집행을 

보조하며 추가 정보들을 제공한다. 원전 안전규제 기술 요건들은 
이 5종류 

의 형태로 제시되는데 규제 문서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규제 정 책 (Regulatory Policy) 

CNSC의 규제 업무에서 적용되는 규제 철학 원리 기본 인자들
을 기술 

하고 었다. 

나. 규제 표준 (Regulato.ry Standard) 

적볍성 평가에 사용되는 문서로서 인허가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CNS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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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는 규칙， 특성， 관례들을 기술하고 있다. 

다. 규제 지 침 (Regulatory Guide) 

규제 요건 충족이나 행정 효율 개선을 위해서 CNSC가 권고하는 지침을 

제시하거나 특성 또는 관례들을 기술하고 었다. 

라. 규제 통보 (Regulatory Notice) 

특정 사안별 지침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적기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강 안전 또는 법적 쟁점 사항들에 대하여 면허소지자， 기타에게 주 

의를 환기시킨다. 

마. 규제 절차 (Regulatory Procedure) 

CNSC가 소관 규제 요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는 업무 절차들을 

기술한 것. 

상기 5종류의 규제문서들은 법적 강제 요건들을 규정하지는 아니하나 법 

령이나 면허 등 법적 집행 장치들이 규정하는 요건들을 보충한다. 그러나 

규제문서들도 법령이나， 면허 기타 법적 집행 장치에서 이들의 적용을 규 

정할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바. 기타 

특이한 점은 국내에 소개된 R시리즈 규제문서나 C시리즈 규제문서들은 

상기 5종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사항으로 막연히 구분되 

고 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문서들이 그 법적 구속력 측면에서 

상기 5종류의 규제문서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에 

는 R시 리 즈는 “AECB Regulatory Policy Statements", C 시 리 즈는 “AECB 

Consultative Documents)"라고 불리웠으나 CNSC 체제에서는 이 정의가 
바뀌었다. 

2. 규제문서 발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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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열거한 것들은 2001년 2월 현재 발간된 CNSC 규제문서들 중 방 

사선 관리， 폐기물 관리， 품질 보증， 규제 행정 절차를 제외한 중
수로 원전 

안전과 관련된 것들만 추린 것이다. 여기서 C는 현재 규제문서
 초안을 공 

개하여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탤릭체는 현재 초안을 
작성중인 

것을 의미한다. 

가. 규제 정책 

P-119 Policy on Human Factors Oct-2α)() 

P-223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eb-2oo1 

P-242 Considering Cost-benefit Infonnation Oct-2아B 

C-211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ompliance Policy 

Regulat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나. 규제 표준 

Maintenance Program for Nuclear Power P따nts 

St!αldard on Reliability 01 Risk-Signifia:mt Structures, Systems and 

Components for Nuclear Power Plants 

다. 규제 지침 

G-149 Computer Programs U sed in Design and Safety Analyse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Research Reactors Oct-2000 

C-006 Safety Analysis of CANDU Nuclear Power Plants 

C -099 Reporting Requirements for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C -138 Software in Protection and Control Systems 

C-228 Developing and Using Action Levels 

Applying for a Nuclear Power Plant Operating Licence 

Environmen따1 Ql따lification of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Plan 

Human Factors Ver따cation and Valid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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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문서 

R-7 Requirements for Containment Systems for CANDU Nuclear Power 

Plants Feb-1991 

R -8 Requirements for Shutdown Systems for CANDU Nuclear Power 

Plants Feb-1991 

R-9 Requirements f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for CANDU 

Nuclear Power Plants Feb-1991 

R-10 The Use of Two Shutdown Systems in Reactors Jan-1977 

R-77 Overpressure Protection Requirements for Primary Heat Transport 

Systems in CANDU Power Reactors Fitted with Two Shutdown 

Systems Oct-1987 

R-99 Reporting Requirements for Operating Nuclear Power Facilities 

Jan-1995 

1059 Reactor Licensing and Safety Requirements Jun-1972 

INFO-0711 Transport and Packaging 0/ Nuclear Substances Regulations, 
IAEA Safety Series No. 6 (Reprint ) 

제 3 절 사업자 제출 문서 

본 절에서는 CNSC가 원전 규제 준수 여부 판단시 검토하는 사업자 제 

출 문서들을 열거하기로 한다. 이 문서들은 현재 캐나다에서 CANDU 표준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들인데 전형적인 사업자 제출문서로 보 

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L 설계 관련 

안전등급 (code classification) 

일 반안 전 현 안 대 책 (disposition of generic safety issues) 

외 부 사건 방호 (extemal events protection) 

군 분 리 , 격 리 설 계 개 념 평 가서 (grouping and separa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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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assessment) 

정 기 검 사 (periodic inspection) 

예 비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preliminary. PSA) 

예비안전성분석 (PSR) 

기 술 설 명 서 (technical description) 

2. 설계 요건 관련 

인 허 가 근거 서 Oicensing basis document) 

안전 셜 계 기 준 (safety design guide) 

체 계 적 안전 검 토 (systematic plant review) 

규제 문서 준수 상황 (compliance with regulatory documents) 

설계 요건서 및 안전 관련 계통도 (safety related system design 

requirement and flow sheet) 

인간인자 프로그램 (human factor program plan) 

운전 경험과 연구개발 반영 방법 (process for feedback from operational 

experience and R&D) 

중 대 사고 대 책 (program to address severe accident) 

확률론적안전성분석 방법론 (PSA methodology) 

설계 품질보증 계획서 (QA program for design) 

체 계 적 안전 검 토 방법 론 (systematic plant review methodology) 

이들 중 중요한 몇몇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일반안전현안 대책 (disposition of generic safety issues) 

다수기에 적용되는 안전 현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2) 언 허 가 근 거 서 Oicensing basis document) 

주요 인허가 요건 수록하고 언허가 요건이 모호한 경우의 적용 
방안을 제 

시한다. 그 전형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 규제 문서 ( R 시리즈， C 시리즈 ) 

적용 규격 및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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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원전 대비 설계 변경 내용 

AECL 안전 설계 지침 

안전 해석 요건 

시공 요건 

시운전 요건 

운전 

3) 안전 설계 기준 (safety design guide) 

CNSC의 승인 대상이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SDG-OOl 안전 계 통 (Safety Related Systems) 

SDG-002 내 진 요건 (Seismic Design) 

SDG-003 환경 검 정 (Environmenta1 Qualification) 

SDG-004 군분리 격 리 (Grouping and Separation) 

SDG-005 화재 방호 (Fire Protection) 

SDG-006 격 납경 계 확대 (Containment Extensions) 

SDG-007 방사선 방호 (Radiation Protection) 

SDG-008 배 관 파단 방호 (Pipe Rupture Protection) 

안전등급분류 (Code Classification) 

정 기 검 사 (Periodic Inspection) 

돌풍 방호 (Tomado Protection) 

원 전 해 체 (Decommissioning) 

외 부 요 인 에 의 한 침 수 방호 (Extemal Flooding) 

4) 체 계 적 안 전 검 토 (systematic plant review) 

안전해석 대상인 설계기준사고를 규제문서에 의거 발생 빈도별로 분류한 

목록이며 설계기준사고 세트의 개발과， 입증은 설계자， 사업자의 책임이다. 

제 4 절 결 론 

앞 절에서 본 것처럼 캐나다의 원전 규제 기준은 극히 기본적이고 원칙적 

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실질적인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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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NSC의 기술적 판단에 의해서 협의 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CNSC 
규제 문서에 명시된 규제 요건들은 강제 요건들은 아니며 요건 면제나 대안 

을 통한 달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 관행은 CANDU라는 단일 원전 모델 

과 AECL이라는 단일 설계자가 존재하는 이상은 복잡한 규제 기준 명문화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CNSC의 발족으로 새로운 규제 체제가 탄생은 했지만 그 속내용은 대부분 

기존 규제 체제에서 이미 AECB의 인허가 조건으로 관행화 되었던 요건들을 

법령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기존의 협의형 규제 방식을 배제하는 것 

은 아니다. 현재의 명문화 추세는 과거의 규제관례들을 단순하게 재확인하 

는 과정인 것이다. 이는 CANDU 원전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 규제 품질에 
부용하며 또한 CANDU 3, CANDU 9 둥 표준원전에 대한 인허가 규제를 보 
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특히， 중수로 원전 공급국인 캐나다의 가동 중 원전에서 발생된 고유의 안 

전성 현안 동에 대하여 조속한 사전 대처 방안 강구가 필요하나 캐나다의 

원자력 산업의 사양화로 원자력 안전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여 안전성 현안에 

대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우리 나라 독자적인 중수로 원전 규제 기 

술 요건 체계화를 통한 원전 규제기반 확보 착수를 정당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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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장 중수로 원전 규재 경험과 안전 현안 

제 1 절 중수로 원전 규제 섬사 경험 

안전심사는 사업자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계획서 둥을 관련기술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하여 신청된 시설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영 동에 대한 제반 안전성을 확 

인하는 규제활동이다. 안전심사 대상으로는 원자력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시 

설이 포함되며， 이들 시설에 대한 건설 또는 운영허가 심사는 부지의 적합성 

과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설계안전성， 환경영향， 운전안전성은 물론 원자력 

시설 운영시의 가상사고 및 과도상태시의 대처능력 등에 대해 수행된다. 

신규원전에 대한 건설허가 심사에서는 사업자가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건설에 관한 품질 

보증계획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신청된 원전시설이 관계법규 및 기술기 

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기준 설계방법 및 설계절차 등이 타당한 

지의 여부와 원전 시설의 환경에 대한 영향 및 이의 최소화 대책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신규원전에 대한 운영허가 섬사에서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및 운영기술지침서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최종 설계내용이 허용기 

술기준을 충족시키며 비상운전절차서 등 제반 운전지침이 설계대로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원전 운영에 따른 제반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중수로 원전 규제 심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던 월성 2, 3, 

4호기 섬사 결과를 조사하여 약술하였다. 

1. 월성 2호기 

가. 건설허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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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2호기의 건설허가 심사는 1991년 9월에 시작되었다. 사업자의 예비안 

전성분석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내 원자력법 및 공급국인 캐나다의 

규제 요건을 적용하여 참조발전소와의 설계차이， 신규 규제요건 적용 현활과 

참조발전소 운전 경험 반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6개 항목을 

건설허가 조건으로， 18개 항목을 건설 중 검토확인 사항으로 도출하고 1992 
년 8월에 건설허가가 발급되었다. 

건설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에 대한 기술능력 강화 

2) 제2정지계통 정지변수 추가 

3) 사고해석 내용보완 및 중대사고분석 

4) 핵연료 압력관 건전성 

5) 제한구역 경계거리 재평가 

6) ER(환경영향평가보고서) 수정본 제출 

건설 중 검토확인 사항 18건은 아래와 같다. 

1) 단일트립변수 영역의 타당성 입증 등 

2) CANDU원전의 일반 안전성문제에 대한 일반 현황 추적 및 해결방안 

이행 

3) 안전관련 구조물의 내진설계시 구조물 우발 편심의 추가 고려 

4) 삼중수소 피폭경로 분석 등 

나. 건설허가 조건 이행 심사 

1992년 8월 건설허가 발급 이후 1996년 11월 운영허가까지 4년간에 걸친 

발전소 건설기간 중 건설허가 조건에 대한 사업자의 보완조치 타당성을 검 

토하였다. 또한 3，4호기의 건설허가 조건 반영 여부도 심사하였다. 허가 조건 

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호기 건설허가 조건 이행 

(가)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에 대한 기술능력 강화 

월성 2호기 건설시 품질보증 및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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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제 및 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수로원전 국산화율 
제고와 필요 

한 인력의 적기 확보 및 교육 훈련의 실시， 품질보증활동 체제정
비 등 제 

반 사업관리체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사업관리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 분야별
 세부 추 

진계획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였으
며 이에 대 

한 검토결과 사업관리체계， 개선방향， 관리조직， 품질관리 둥에 
대한 계획 

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나) 제2정지계통 정지변수 추가 

안전정지계통은 독립적인 2개의 정지 변수에 의하여 원자로를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캐나다 규제요건에(R-lo) 의거 용수계통 고장으로 인한 

감속재 냉각 기능 상실시 제2정지계통 작동신호를 추가하거나 필요치 않을 

경우 이를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다. 

사업자는 당초 작동 신호의 추가 설치가 불필요함을 입증하는 평
가보고 

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검토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입증 

내용이 완전하지 않고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
여 추후 

제출될 상세 계산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최종 결론을 유보하
고 작동신호 

추가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였다.
 

이후 사업자는 정지계통 작동신호로써 격납건물 고압력을 정지
 변수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고 정지변수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해석보고
서를 제출 

하였다. 검토결과 새로운 정지변수의 유효성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다) 사고해석 내용 보완 및 중대사고 분석 

캐나다의 안전해석요건에 (C-6)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석 대상 사고 중 

일부가 PSAR에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사고해석 추가를 요구하였
고， 해석 

결과가 C-6의 선량기준을 초과한 사고들에 대한 조치방안， SADL(Safety 

Analysis Data List) 보완 및 전산코드 입력자료의 불확실도 처리방법 제 

시 등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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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R에서 누락되었던 사고 해석들을 FSAR에 제시하거나 다른 사고 

유형에 귀속되게 하였으며 선량기준 초과 사고에 대한 사고 분류 방법론이 

제시되었고， SADL 개정본 및 전산코드 불확실도 처리방법도 제시되었다. 

또한 FSAR에 제시된 살수 상실사고 분석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해석 규제요건 및 안전기술원 중대사고대책(안) 등에 의거 공 

통원언 고장， 연계효과 및 외부기인 사건에 대한 분석 방법론과 중대사고 

분석 계획과 해석방법론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PSA 수행계획서， 1단계 PSA 최종보고서 및 2단계 PSA 중 

간보고서가 제출되어 PSA 수행 방법， 업무 범위 및 결과 활용성과 이행 

일정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단계 PSA의 최종 결과는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라) 핵연료 압력관 건전성 

압력관 가동전검사 및 가동중검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질 열화 감시계 

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불안정파손 방지를 위한 압력-온도 운전 영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고온기능시험 중에 누설탐지 성능 및 절차를 확인 

하여 LBB 여유가 충분함을 보일 것을 요구하였다. 

사업자의 조치에 대한 검토 결과 가동전 및 가동중 검사계획서， 재질 열 

화 감시 계획은 적절하였으며， 제시된 핵연료 압력관/옹도 운전지침서 및 

개정된 PIP (Preoperational Inspection Program)등을 검토하여 보완 조치 

하였다. 

핵연료 압력관에 대한 예비 LBB평가에서 압력에 대한 안전계수를 1.0으 

로 고려하였던 바 안전계수 1.3을 적용하여 해석을 재 수행할 것을 요구 

하였다. 환형 기체계통의 성능시험에 대해서는 핵연료장전 전까지 시험계 

획서를 제출하고 상업운전 전까지 시험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LBB평가에 대한 사업자의 재해석 결과 및 시험수행결과에 따라 핵연료 압 

력관에 대한 운전지침서가 제출되면 추후 확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칼란드리아 튜브와 액체주입 노즐의 접촉 방지를 위해 가동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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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간격을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2호기 운영중 계획예방정비시 액체 

주입 노즐의 용접부위를 플랜지 형태로 변경하거나 유사 방법
을 통하여 간 

격 측정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2호기 계획예방정비시 액체주입 노즐의 용
접부위를 

플랜지 형태로 변경 또는 유사방법을 통하여 간격측정을 하겠다
고 하였으 

므로 종결 조치하였다. 

(마) 제한구역 경계 거리 재평가 

사고시 제한구역 경계 거리 (91값n)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당시 원자력법 시행령 52조 과기처고시 83-5에 의거 중수로 
특성 및 부지 

특성에 따른 방사선원 대기확산인자 등을 고려하여 제한구역 설
정의 타당 

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AECL이 수행한 제한구역 경계 거리 특별보
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검토결과 캐나다 평가에 의해 제시된 결과는 대상
사고， 방사 

선원， 대기확산언자， 선량평가 등 분야별 보수성의 차이는 있으
나 방법론이 

캐나다에서 인정된 방법론이며 전체적인 측면에서 평가할 때 제
한구역 경 

계 거리 914m의 설정 타당성은 확인되었다. 

(바) ER(환경영향평가보고서) 수정본 제출 

월성 원전 2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건설기간
중의 설 

계변경 및 환경현황 변화와 운전중 예상되는 방사능 누출사고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영허가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보
고서에 대 

한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행계획서 및 수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설기간 중 설계 
변경 사항 

및 환경영향 변화와 운전 중 예상되는 방사능 누출사고 영향 등이
 보완되 

었으며， 가동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환
경 위해 방 

지에 지장이 없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2) 3，4호기 건설허가 조건 이행 

월성2호기를 월성 3，4호기와 동일 개념으로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영하겠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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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업자의 취지에 따라 2호기 운영허가 심사시 3，4호기 건설허가 발급시 

부가되었던 조건사항 4개 항목에 대한 조치를 2호기 최종 설계시 반영토록 

하였다. 

(가) 국부 수소농도 분석 및 수소제어계통 설계 

사고시 격납건물 내에 발생되는 수소 제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각종 

수소 생성원 및 격납건물 다격실 모델에 의해 국부 수소농도 분석을 수행 

하고 분석에 사용된 코드의 수소농도 예측 성능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 

하고 장단기 및 저농도 수소제어 능력이 확보되도록 수소제어계통을 설계 

하도록 요구하였다. 

수소제어계통 설계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격납건물 다격실 해석 결과 

검토 및 수소농도 분석코드를 검증하고 EPRI의 실험보고서에 의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장단기 및 저농도 수소제어 능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현재 AECL에서 개발중인 수소 연소분석 코드를 활용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나) 격리밸브 시험 

PSAR에 제시된 격납건물 격리밸브에 대한 누설률 시험에서 제외되었던 

격리밸브들을 시험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수명기간 중 기밀성이 보장되도록 

설계 및 제작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격리밸브 총 2017H 중 시험대상 밸브는 76개 (동작 

시험 76개， 누설율시험 52개)로 설정하였으며 검토결과 관련 요건에 따라 

설정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격리밸브의 격리형태 및 방법， 밸브 형태 

에 따라 사고 후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동밸브를 원격수동밸브로 교체 또는 

원격수동밸브를 자동밸브로 교체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확인하였다. 

(다) 격납건물 관통배관의 격리 방법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1인치 이하의 소형 배관에 대한 격리 방법으로 

cnmpmg을 적용하였으나 운전원 조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격납 

건물 관통배관의 격리 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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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방법에 대한 개선 결과 1인치 이하의 소형 배관 격리에 적용된 

cnmpmg배관 중 일차 열수송계통 시료채취 배관(4개)에 수동 격리밸브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 

(라) 격납건물 영구 관통부 설계 

격납건물 영구 관통부를 주위의 실제 텐돈 배치 형태와 배근량
을 고려 

하여 설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계 보완 및 보강 내용
이 타당 

함을 확인하였다. 

다. 운영허가 심사 

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심사는 1995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심사 
및 검사 결 

과에 근거하여 1앉%년 11월에 운영허가가 발급되었다. 

(1) 심사 주안점 

월성 2호기는 1호기에 비해 14년여의 건설시차가 있으며 이 기간
 중의 규 

제요건 강화， 기술의 진보， 1호기와 일부 계통 공유 등을 반영하여 1호기에 

비해 84건의 설계변경이 제안되었다. 운영허가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에 주안점을 두었다. 

(가) 최종 안전성 분석 결과 확인 

건설허가 심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월성 2호기 고유 
자료 및 상 

세 설계 내용을 근거로 한 최종 안전성 분석 결과에 대해 중점 
검토 확인 

하였다. 

- 냉각재상실사고 등에서의 계통 열수력 거동해석， 해석 코드 입증 

- 격납건물 열수력 해석 

- 불확실도를 고려한 노섬 안전여유도 

- SDS 소프트워l 어 신뢰도 등 계통 신뢰도 분석. 

(나) 건설허가 심사 후 설계 확정 내용 확인 

건설허가 심사 단계에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84항목의 설계 내
용과 3,4 

호기의 설계 변경 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 확인하였다. 

- 규제요건 변경에 따른 설계 개선 (21항목) : 비상노섬냉각계통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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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진을 위한 열교환기 추가설치 등 

-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한 설계 개선 (10항목) : 칼란드리아 용기의 안 

전등급 변경에 따른 설계개선 등 

- 1호기 공용설비(14항목) : 비상전원공급계통 등 

- 신기술 도입 및 제작업체 변경 (12항목) : 증기발생기 제작자 변경 

드
。
 - 성능 확장 (27항목) : 발전소 전산기 기억 용량 증가 등 

- 3, 4호기의 설계 변경 사항 

(다) 건설허가 조건 사항 반영 여부 확인 

건설허가 조건 반영 여부와 3，4호기 건설허가 조건 사항 반영 여부를 확 

인하였다. 

- 건설허가 조건 사항 보완조치 반영여부 확인 

*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에 대한 기술능력 강화 
* 제2정지계통 정지변수 추가 

* 사고해석 내용보완 및 중대사고분석 
* 핵연료 압력관 건전성 
* 제한구역 경계거리 재평가 
* ER(환경영향평가보고서) 수정본 제출 
* 건설중 검토， 확인 사항 18항목 

- 3, 4호기 건설허가 조건 사항 보완조치 반영 여부 확인 

* 국부 수소농도 분석 빛 수소제어계통 설계 
* 격리밸브 시험 
* 격납건물 관통배관의 격리방법 
* 격납건물 영구관통부 설계 
* 건설중 검토， 확인 사항 8항목 

(라) 발전소 운전 안전성 확보대책 검토 

운영기술지침서， 방사선 비상계획서， 각종 운전절차서 작성 및 운전원 

훈련계획 등 발전소 운전상의 안전성 확보대책을 중점 검토하였다. 

(마) 중수로 원전 고유 안전성 문제 해결 방안 추적 및 반영 

캐나다 규제기관인 AECB에서 선정한 CANDU 고유 안전성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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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추적하고 해결시 반영되도록 하였다. 

(바) 건설 및 가동전 시험 경험 반영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기기의 시공， 검사， 성능시험을 통해
 표출되 

는 잠재적인 설계결함 확인사항을 심사에 반영하였다. 

(사) 중수로 원전 운전경험 반영 

1호기 및 캐나다에서 가동중인 중수로 원전들의 운전 및 사고 
경험을 

심층 분석하여 설계 및 운전시 반영되도록 하였다. 

(2) 심사 결과 

월성 원자력 2호기에 건설과정에서 총 6건의 건설허가 조건사항들
이 충실 

히 이행됨으로써 원자로 및 관계시절의 건셜에 대한 기술능력이 
강화되었으 

며， 핵연료압력관의 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해결방안들이 제시
되었다. 그 

리고 사고해석 규제요건인 C-6에 따른 사고해석 내용들이 보완
되어 안전성 

현안문제들이 보완되었다. 

특히 월성 원자력 3.4호기 건설허가 발급시 부가되었던 조건사
항언 격납 

건물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결과가 월성 원자력 2호기에도 반
영되어 격 

납건물 격리 방법의 개선 및 격리밸브 누설율 시험과 동작시험 대
상 밸브들 

이 추가되어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월성 원자력 2호기 건설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용전
검사를 수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시설의 건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였다.
 검사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완조 

치를 완료함으로써 월성 원자력 2호기 운영허가에 관련된 사용전
 검사결과 

도 규제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월성 원자력 2호기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성능 

등이 관련 원자력법 및 국내외 기술기준에 부합되므로 동 호기의
 운영에 따 

른 제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월성 원자력 2호기의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건설
허가 조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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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이행 등으로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환경감시계획도 타 

당하게 수정 · 보완되 었다. 

라. 운영허가 후속 조치 심사 

1996년 11월 월성 2호기 운영허가 이후 안전성 관련 검토 · 확인 사항인 

핵연료 압력관 건전성평가 등 6건의 후속 조치에 대한 심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1) 핵연료압력관 건전성 평가는 2호기 간이예방정비 기간 동안 환형기체계 

통의 성능시험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평가하여 핵연료 압력관 재질의 

열화감시 계획 및 파손방지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으며 고온 기 

능 시험시 냉각재 누설 탐지 시간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하였다 

2) 칼란드리아 튜브와 액체 주입 노즐 간격 측정에 관한 사업자의 기본 수 

행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월성 1호기에서의 접촉 방지 방안을 제 

시토록 하였다. 사업자의 수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술개발의 범위 및 일 

정(1998 - 2001)은 관련 측정 시험에 관한 캐나다 CSA-N285.2의 요건을 

적절히 준수하였다. 

3) 중수로 원전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하여 외 

부기인 사건 등을 포함한 중대사고 분석 계획과 해석 방법론을 검토하였 

고 일부 미흡한 항목에 대한 조치사항을 검토했다. 사업자의 보완사항을 

검토한 결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지진 등 외부사건에 

의한 위험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비상급수계통 구조 빔의 배치를 평행 상 

태에서 교차되도록 배치하여 내진력을 보강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화재에 

의한 위험도를 저감시키시 위해 원자로건물 화재방호 프로그램과 홍수 

사건에 대비한 절차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4) 삼중수소 방출 저감 단기 대책으로서 월성 1호기 및 2호기와 삼중수소 

치환계획을 이행하여 삼중수소의 농도를 저감시켰음을 확인하였으며， 장 

기적인 대책으로서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 저감 및 영향 최소화 기 

술개발을 통한 삼중수소제거설비 (TRF) 설계 및 건설 추진계획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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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행계획 단계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5) 그 외에 해륙풍 영향 평가 양산단층 활동성조사에 대한 중장기 대책과 

조치 현황도 검토하였다. 

2. 월성 3， 4호기 

가. 건설허가 심사 

월성 3, 4호기는 먼저 건설된 2호기와 동급， 동형이나 2호기 건설허가 
신 

청 시에 제시되지 않았던 설계 변경이 일부 반영되어 2호기에 비
해 설계가 

상당히 개선된 원전이다. 건설허가 심사는 1993년 1월에 착수하여 1994년 2 

월에 건셜허가가 발급되었다. 건설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 

다. 

- 참조원전(월성 2호기) 대비 설계변경 및 개선사항 검토 

- 참조원전 건설허가시 부과되었던 조건사항 및 검토확인사항 반영
의 타 

당성 평가 

- 중수로 원전 일반 안전성 현안 해결 방안 검토 

-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적용 가능한 범
위에서 

가압경수로 안전성 문제 반영의 타당성을 평가 

- 월성 부지 다수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설계 적합성 및 환
경영향 등 

검토 

- 신규 규제요건 적용 방안 

- 참조발전소 운전경험 반영 

운영중인 월성 1호기 규제와 2호기의 건설허가 심사를 통해 중수로 원전 

에 대한 규제 경험을 축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제기관
과 주요 설비 

공급자간의 상이한 규제 제도 적용， 심사용 서류의 내용 미흡， 
일부 전문기 

술의 미확보로 초기에는 안전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수 분야에 

대한 외부 기술자문 활용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월성 3，4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허가 신청
서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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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및 기술내용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처음으로 약 2개월에 걸친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 

를 (docketing) 실시하였다. 심사는 기본적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질의， 답변 

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안전성 현안 발생 시에는 규제기관과 사업자간 

의 실무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심사를 추구하였다. 

심사 결과 셜계 개념 및 예비 설계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국제적 

으로 요구되는 가압중수로 원전 안전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으므로， 일부 보완 필요항목에 대한 적절한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월성 원 

전 3， 4호기의 건설에 따른 제반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그러나 심층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추가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요구되 

거나 상세한 설계분석이 필요한 일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발 

급 이후에도 사업자 이행현황을 중점적으로 추적 검토하여 설계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2호기에서 부과된 조건사항 및 검토 확인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및 해결방안들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건설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국부 수소농도 분석 및 수소제어계통 설계 

2) 격리밸브 시험 

3) 격납건물 관통배관의 격리 방법 

4) 격납건물 영구 관통부 설계 

건설 중 검토확인 필요 사항 

1) 하절기 해수 온도 영향 

2)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설계 보완 등 8건 

나. 건설허가 조건 이행 심사 

1994년 2월 건설허가 발급 때 부과된 조건 사항에 대한 사업자 조치 내용 

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조치내 

용들이 조건 사항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부합되고 또한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를 검토하였다. 허가 조건 별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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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부 수소농도 분석 및 수소제어계통 설계 

사고시 격납건물 내에 발생되는 수소 제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
해， 각종 

수소 생성원 및 격납건물 다격실 모댈에 의해 국부 수소농도 분
석을 수 

행하고 분석에 사용된 코드의 수소농도 예측 성능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장단기 및 저농도 수소제어 능력이 확보되도록 수소제어
계통을 

설계하도록 요구하였다. 

수소제어계통 설계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 격납건물 다격실 해석
 결과 검 

토 및 수소농도 분석코드를 검증하고 EPRI의 실험보고서에 의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장단기 및 저농도 수소제어 능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다만 현재 AECL에서 개발중인 수소 연소분석 코드를 활용한
 분석결 

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2) 격리밸브 시험 

PSAR에 제시된 격납건물 격리밸브에 대한 누설율 시험에서 제
외되었던 

격리밸브들을 시험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수명기간 중 기밀성이 
보장되도 

록 설계 및 제작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캐나다 규제 문서 R-7를 적용하여 격리밸
브 총 201 

개 중 시험대상 밸브는 76개 (동작시험 76개， 누설율시험 52개)
로 설정하 

였으며 검토결과 R-7에 제시된 시험선정기준 시험면제 또는 유예
사항에 

대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격리밸브의 격리형태 및 방법
， 밸브 형 

태에 따라 사고 후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동밸브를 원격수동밸브
로 교체 

또는 원격수동밸브를 자동밸브로 교체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확인
하였다. 

3) 격납건물 관통배관의 격리 방법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1인치 이하의 소형 배관에 대한 격리 방법으로 

cnmpmg을 적용하였으나 운전원 조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격납건물 관통배관의 격리 방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격리 방법에 대한 개선 결과 1인치 이하의 소형 배관 격리에 적용된 

cnmpmg배관 중 일차 열수송계통 시료채취 배관(4개)에 수동 격리밸브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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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격납건물 영구 관통부 설계 

격납건물 영구 관통부를 주위의 실제 텐돈 배치 형태와 배근량을 고려하 

여 설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계 보완 및 보강 내용이 타당 

함을 확인하였다. 

5) 건설 중 검토 확인 사항 

건설허가 발급시 제시된 8건의 건설중 검토 확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다. 운영허가 심사 

월성 3, 4 호기 운영허가 심사는 1996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심사 및 검 
사 결과에 근거하여 3호기는 1997년 12월에 4호기는 1999년 2월에 운영허가 

가 발급되었다. 운영허가 심사 과정에서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1) 최종 안전성 분석 결과 확인 

- 월성 2호기와 다른 부분이 (설계 변경 사항， 공용설비 등)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 2호기 운영허가 심사 결과 중요 사항의 반영 여부 

- 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예 : 양산 단층 등)와 중수로 

일반 안전 현안의 해결방안 

- 2호기 운영허가 섬사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예 : 단일트립변수 등) 

2) 건설허가 심사시와 설계에 차이가 있는 항목의 최종 설계 내용 확인 

- 월성 3， 4호기 공용설비에 따른 16개 항목 : 중수 공급계통 등 

- 월성 2호기에서의 설계 변경 267ß 항목 : 세정탱크에 수위계 추가설치 
= 
-0 

3) 건설허가 조건 사항 보완 조치 반영 여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 3，4호기 건설 허 가 조건사항 4건 

- 3，4호기 건설 중 검토 확인 사항 8건 

- 2호기 운영 중 검토 확인 사항 6건 

4) 발전소 운전 안전성 확보 대책 및 Operational Preparedness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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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계치， 안전계통 제한설정치， 운전제한조건 등 운영기술지침
서 

- 방사선비상계획서 

- 월성 2호기 사용전검사 경험에 따른 FSAR 14장 초기시험계획의 보 

완 및 개선 

- 비상운전절차서 및 운전원 훈련계획 

-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 건설 및 가동전시험 경험 반영 

- 안전성 관련 구조물， 계통 기가의 시공， 검사， 성능시험을 통해 
표출되 

는 잠재적인 설계 결함 확인 

- 심사와 사용전검사를 연계 

(1) 월성 3호기 

월성 3호기의 운영허가가 1997년 12월에 발급되면서 운영허가 
이후 검토 

확인 사항으로 5개 항목을 부과하여 사업자가 이를 적기에 이
행하고 그 타 

당성을 재평가 받아 전반적인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 

다. 운영허가 후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자관(Feeder) 감육현상 감시 및 안전대책 

감육에 취약한 부위에 대한 감시 및 향후 개선대책 수립 · 제출 

2) 핵연료압력관 건전성 평가 

파단전누셜개념을 충족하는 누설 감시 방안을 개선하고 그 결과
를 제 

결r 

3) 온타리오 하이드로사 원전 평가결과 관련 보완사항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의 종합점검보고서 자체 평가 결과 제출 

4) 증기발생기 보수계획 

국내외 증기발생기 세관손상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기발생기 
슬러 

지 제거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기발생기 보수계획 수립 
• 제출 

5) 설계지진 및 지반응답 스펙트럼의 보수성 재확인 

관련 규명사업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설계지진의 보수성과
 지반 

응답 스펙트럼의 보수성을 재확인 

(2) 월성 4호기 

월성 4호기 운영허가 섬사는 3호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된 후
속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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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앞의 4.1.2.3.1. 참조) 월성 3호기 시운전 경험 등을 반영한 운영기술지침 

서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으며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Feeder 배 

관 감육현상 감시 및 안전 대책 등 9건을 선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조건으 

로 1999년 2월 8일 운영허가가 발급되었다. 

라. 운영허가 후속 조치 심사 

(1) 월성3호기 운영허가 검토 확인 사항 

월성 3호기 운영허가 시 부과된 검토 확인 사항들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 

며 심사 결과는 4호기 운영허가에 반영되었다. 

1) 자관(Feeder) 감육현상 감시 및 안전대책 

감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온라인 초음파 탐측자가 월성 1호기에 설치 

되었으며， 3， 4호기의 가동전검사 시에는 760개 전 자관의 두께를 측정하 

였다. 향후 가동중검사에 대비하여 기준 요건의 약 4배인 82개 자관에 대 

한 감육 측정을 절차가 수립되었으며， 자관의 두께， 직경 및 형상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향후 검사결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 

준자료가 적절히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육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냉각재 계통의 pH를 유지 운전절차를 변경하여 시행중이며， 이외 

구체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검토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 

정이다. 

2) 핵연료압력관 건전성 평가 

누설탐지， 누설위치 확인， 원자로정지 및 냉각， 감압의 사건 전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 결과，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가 제시한 기존의 환형기 

체계통의 최소유량으로는 운전시에 누설탐지까지 2.6시간이 소요되나， 발 

생균열은 압력관 누설후 2.5시간 후에 이미 임계균열보다 더 커지게 되어 

파단전누설개념 (LBB)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파단전 누설개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환형기체계통의 최소 상향조정 

하고， 원자로 고온정지시에는 압력을 7 MPa로 낮추며， 원자로 냉각시에 

는 원자로를 100 0C 및 3 MPa로 급속히 감온 감압하는 절차를 운영기술 

지침서 및 운전절차서에 반영토록 조치하였고， 또한 이를 적합하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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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음을 확인한 후 관련 검토를 종결하였다. 

3) 온타리오 하이드로사 원전 평가결과 관련 보완사항 

월성 3, 4호기에 해당되는 항목 중 127ß 항목(시설 · 성능분야 7개 항목 

및 운영 · 관리분야 5개 항목)은 이미 조치되었으며， 미결된 설계변경관 

리 전산체계 개선 및 원전 종사자 최소 자격요건 수립과 비정상운전절차 

서 개발 등 7개 항목의 보완조치 계획 0998. 12 -1999. 12)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였다. 

4) 증기발생기 보수계획 

국내외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기발생기 슬러 

지 제거 방안 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증기발생기 보수계획 수립， 제출하도 

록 했는데 사업자의 증기발생기 보수계획을 검토한 결과， 월성 원전의 증 

기발생기 전열관 재질은 언코넬 800으로서 국내의 타 원전의 증기발생기 

보다 웅력부식균열에 대하여 강한 저항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1, 2호기 

증기발생기 슬러지 제거를 위해 1999-2(뻐년에 lancing hole을 설치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 

수 일정 및 방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5) 설계지진 및 지반웅답 스펙트럼의 보수성 재확인 

관련 규명사업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설계지진의 보수성과 지반응 

답 스펙트럼의 보수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자 

력발전소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성 단층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하였으며， 지반응답스펙트럼에 관한 보수성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월성2호기 운영허가 검토 확인 사항 

월성 2호기 운영허가 검토 확인 사항들에 대한 심사 결과는 4.1.1.4.를 참 

고하기 바란다. 

3. 가동중 심사 

가동중 원전에 대한 심사는 규제요건의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 설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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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변경 또는 운영절차 변경 등이 요구되는 경우 원자력법 제21조(운영허가) 

및 동법시행령 제34조(변경허가 신청)에 의거 원자력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안 

전심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사업자로부터 신청되는 운영변경허가 심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문가회의 및 사업자와의 인허가 회의 

를 거쳐 여러 차례의 섬사질의와 답변 또는 설명회를 통해 안전심사가 수행된 

다. 

월성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월성 원전들에 대한 가동중 심사 

내 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월성 원전 가동중 심사 내용 

호기 년도 운영변경 허가 경미 사항 신고 기술 검토 

-월성 1, 2호기 방사선비 
-월성 1, 2호기 공용설버 -월성 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97 8 
상계획서 전면 개정 

7 연결공사얘 따른 최종안전 5 유입수 조사 평가보고서에 대한 
-월성 I호기 노심계측기 
교체 둥 

성분석보고서 개정 등 기술검토 둥 

-월성 1, 2호기 운영기술 
지침서 전연 개정 

-월성 2호기 최종안전성 -월성 1, 2호기 방사선비 
-월성 I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분석보고서 전연 개정 상계획셔 개정에 따른 최 
98 16 -월성 1호기 액체방출물 

17 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개정 3 내벽 에폭시라이너 변형현상 평 

유도방출기준 변경에 따 건둥 
가보고서 등 

1.2 른 운영기술지침서 개정 
관련 건 등 

-월성 1호기 증기발생기 

총전도도 허용기준치 변 
경 

-월성 1, 2호기 액체 방사 
-월성 2호기 가압기 전열 -월성 I호기 원자로 냉각재 자관 

99 8 기 트립조건 추가 17 
성 폐기꼴 관리계동 연결 

12 (Feeder) 두께갑소 현황 및 대책 
관련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월성 2호기 운영기술지 
개정 둥 

에 대한 기술검토등 

침서 전연 개정 심사， 

-월성 1, 2호기 액체폐기 
물 처리계통 상호연결 풍 

98 6 19 
-월성 3호기 핵연료다발 

3,4 
99 1 

-월성 3, 4호기운영기술 
12 

출력 
6 

-월성 4호기 운영허가 이후 검 

지침서 전면 개정 심사， -교류전원 및 소내 전력 토 확인 사항에 대한 검 토 등 l 
배전계통 변경 등 

1999년에는 월성4호기의 원자로 제 1정지계통 이온전리함 대체 사용을 심 

사하였다. 최초 임계에 도달 후 저출력 노물리 시험을 위한 출력 상승 중 대 

수형 중성자 고변화율을 감지하는 계측제어로부터 오신호가 발생되어 원자 

로가 정지되었는데， 이는 원자로의 중성자를 측정하는 이온전리함(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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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의 고장으로 규명되었고 캐나다의 G-2 발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온전리함 3대를 상업운전 전 간이 정비기간 전까지 잠정적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잠정 사용 예정이었던 G-2 이온전리함은 

내진 요건 및 환경검정 요건올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
므로 G-2 이 

온전리함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이온전리함의 기능점검 강화 
차원에서 원 

자로 정지를 권고하는 지진 크기 설정치를 O.lg에서 지진 감지 (trigger) 설정 

치인 O.02g로 낮추는 것 등 6건의 조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잠정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였다. 상업운전전인 제2차 간이정비기간에 수리된 전리함으로 

다시 교체한 후 설치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수리된 전리함에 
대한 문제 

점 확인 및 조치내용을 평가한 기술보고서를 제출하고 예비품 확
보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제 2 절 중수로 원전 규채검사 경혐 

원자력시셜에 규제 안전검사로는 건설중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용
전검사， 가 

동중 원자력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건설 및 가동중 원자력시설과 
원자로 주요 

부품 제작자 동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원자로 주요부품에 대한 제
작검사， 주재 

관실에서 수행하는 일상검사 및 원자력시설에 주요현안이 발생할 경
우 수행하 

는 수시검사 둥이 었다. 본 절에서는 정기검사와 사용전검사 그리
고 수시검사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L 정기검사-

중수로 원전의 정기검사는 통상적으로 연차 정기보수 기간 중에
 실시된다. 

가.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의 정기검사 실적은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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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월성 1호기의 정기검사 실적 

년도 ~그 ̂ }흩 。J..~ 지적사항 권고사항 j 

1985 중수누설사고 후속조치점검 

1990 117H 채널 압력관 검사 

핵연료관 연신량 측정 

1991 
탈기응축기 노즐부위 정밀검사 

10 4 
환형기체계통 설비개선에 대한 점검 

부등침하 점검 둥 39개 항목 

핵연료관 연신량 측정 
핵연료관 압력관 검사 

1차 열수송펌프 점검 

증기발생기 ECT 
원자로냉각재 계통 기능시험 

환형기체계통 점검 

화재방호계통 점검 

1992 예비디젤발전기 정기시험 8 1 
보건물리 계획점검 

방사성폐기물 점검 

지진 감시계통 점검 

격납용기 격리밸브 누설률시험 

캘란드리아 보울E 경수 누설 점검 

부등침하 점검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냉각계통 점검 등 53개 항목 

핵연료압력관 검사 

핵연료 압력관 교체작업 점검 

증기발생기 ECT 
격납용기격리밸브 누설률시험 

1994 
방사성폐기물관리 점검 

15 6 
다우징계통 점검 

비상노심냉각계통점검 

예비비상디첼발전기 점검 

방진기 점검 

지진감시계통 점검 등 5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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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월성 1호기의 정기검사 실적(계속) 

년도 검사항목 지적사항 권고사항 

핵연료 압력관 스페이서 위치재조정 (SLAR) 작업검사 

증기발생기 ECT 

안전관련 계기 계열 교정 

방사성폐기물 관리 점검 

1996 
격납용기 누셜율시험 

11 10 
비상노샘냉각계통 점검 

다우정계통 점검 

예비디첼발전기 점검 

방진기 점검 

지진감시계통 점검 둥 57개 항목 

안전 둥급 펌프 빛 밸브 가동중 시험 점검 

비상노섬냉각계통 점검 

1998 방사성폐기물관리 시설 점검 4 15 

방사선 측정 및 감시계통 점검 

화재방호계통 점검 둥 총 58개 항목 

핵연료 압력관 연신량 측정 검사 

핵연료 압력관 가터 스프링 위치 교정 점검 

제어봉 닥하시간 점검 

안전둥급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 점검 

1999 비상노심냉각계통 점검 15 5 
증기발생기 세관 ECT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점검 

방사선측정 및 감시계통 점검 

화재방호계통 점검 둥 총 60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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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성 2호기 

월성 2호기의 정기검사 실적은 <표 4-3>과 같다. 

<표 4-3> 월성 2호기의 정기검사 실적 

년도 검사항목 지적사항 권고사항 

제 1,2 정지 계통 계측 설비 응답시간 점검 

격납건물 다우징 공기공급 역류 방지 밸브 누설시험 점검 

1998 
원자로 건물 부둥침하 상태 점검 

비상노섬냉각계통 계측설비 응답시간 점검 
8 8 

원자로 건물 공기냉각기 시험 

원자로 건물 점화기 시험 동 63개 항목 

핵연료 압력관 연신량 측정 검사 

안전둥급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 점검 

제 1 ，2 정지 계통 계측설비 응답시간 점검 

격납건물 다우정 공기공급 역류방지밸브 누설시험 점검 

예비발전기 정기성능 점검 
1999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점검 
16 10 

방사선측정 및 감시계통 점검 

원자로건물 부등침하상태 점검 

격납건물 지역냉각기 및 점화기 점검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등 총 5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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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성3호기 

월성 3호기의 정기검사 실적은 <표 4-4>와 같다. 

<표 4-4> 월성 3호기의 정기검사 실적 

년도 검사항목 지적사항 권고사항 

고온 성능시험 검사 

1998 초엄계 및 저 출력노물리 시험 검사 14 

출력 상숭시험 둥 

원자로 초기임계 

가동중 검사 

제어봉 낙하시험 점검 

안전둥급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 점검 

1앉}9 비상노섬냉각계홍 점검 13 14 

증기발생기 세관 와전류탐상시험 점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점검 

방사선측정 및 감시계통 점검 

화재방호계통 점검 둥 총 57개 항목 

2.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는 시설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시설검사는 사
용전검사의 

1단계로서 시설 설치 중 또는 설치 완료 상태에서 관련 기술기
준에 적합하 

게 시공， 설치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검사이다. 즉， 구조물， 
계통， 기기가 

가동전시험을 위해서 사업자의 시운전 부서로 인계되기 전에 건
설사업소장 

의 책임 하에 설계 및 시공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운전 준비 태세
 완료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 강도 또는 누설에 관계되는 제반 시
험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성능검사는 가동전시험 검사와 시운전시험 검사로 구분된다. 
가동전시험 

검사는 사용전검사의 제2단계로 원자로 시설 공사 완료 후부터 핵연료 장전 

가능 상태 도달까지 핵연료 장전 준비 및 출력 운전 준비 태세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상온기능시험과 고온기능시험으로 구분된다
. 시운전시 

험 검사는 사용전검사의 제3，4단계로 핵연료 장전부터 상엽운전까지 원자로 

잃
 



의 성능 및 기능과 안전 운전 개시 타당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초기 핵연 

료 장전， 임계전 시험， 초임계. 저출력 물리시험， 출력상승시험으로 구분된다. 

가. 월성 2호기 

1993년도에 수행된 사용전 시설검사는 원자로본체， 격납건물 및 기타 원자 

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원자로 본체는 1회， 격납건물 및 기타 

원자로에 관계되는 시설은 2회에 걸쳐 수행하여 10건의 검사지적사항 및 7 

건의 현장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1994년도 수행된 사용전 시설검사에서는 원자로 본체시설， 격납시설 및 기 

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하여 6건의 검사지 

적사항 및 현장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핵연료 채널이 조립된 칼란드리 

아 본체의 원자로 건물 내로의 반입과정 검사와 안전성 관련 1급 내진구조 

물 및 1차 열수송계통 설치 등 각 시설에 대한 구조물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시설검사가 수행되었다. 

1996년에는 시설검사와 (2회에 걸친 월성원전 종합검사) 성능검사를 실시 

하였다. 시설검사는 원자로 본체， 원자로냉각계통시설， 계측제어계통시설， 핵 

연료물질의 취급 및 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방사선관리시설， 원 

자로격납시설， 원자로안전계통 및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 

하여 총 62개 검사대상 항목으로 분류하여 검사를 설시하였다. 시설검사 수 

행결과 62개 검사대상 항목중 60개 항목의 시설검사가 완료되었으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랙크 및 수소제어계통은 설치 중이었던 관계로 이들 시설에 

대한 시설검사는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적용 

기술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검사 지적사항이 59건 발행되어 이중 55건은 검 

토 종결되었고， “주제어실 인간공학 부적합” 사항 등 4건을 미결 항목으로 

조치하였다. 

1996년의 성능검사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 14장의 초기시험계획에 명 

시된 시험항목들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안전성 관련 구조물， 기기 및 계통의 

설계기준에 따른 제반성능이 발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물 건전성 

시험 CSIT) ， 격납건물 종합누설율 시험 CILRT) , 1차계통 수압시험， 2차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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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시험， 고온 기능시험(경수)을 실시하였다. 성능검사는 안전성 관련 중요 

도에 따른 (핵연료 장전이후 검사 수행하는 시운전 항목은 제외) 42개 검사 

대상 항목 중， 37개의 항목의 검사를 종결하였다. 검사 지적사항 11건 중 5 

건은 종결되었고， 나머지 6건중 2건은 월성 원자력 3호기부터 적용하기로 하 

였고 4건은 가동전검사에 필요한 자재구매 및 절차서 보완 요구에 관련된 

사항이었다. 

1997년에는 초임계전 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완료 후 저출력노물리시험 

및 출력상승 시험에 대한 시운전시험 검사를 수행하여 미결 사항 없이 사용 

전검사가 완료되었다. 가압기방출 밸브 시운전시험 절차서 관련 둥 85건의 

지적 사항들과 주증기 안전밸브 압력설정치 시험 절차 둥 권고사항 18건을 

도출하고 적절하게 조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월성3，4호기 

1996년에는 2회에 걸친 종합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하여 건설 안전성을 확 

언하였으며， 검사결과 Non-Metallic Liner 시공 부적합 동 15건의 지적사항 
이 발급되었으며 이중 6건은 종결되었으며 기타 미결사항을 시정 조치하였 

다. 

1997년에는 안전성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수행하 

였다. 특히 사용전검사의 주안점으로는 검사항목과 검사심도를 조정하고 주 

요 현안 발생 시 전담반을 통한 특별검사와 전문분야별 팀에 의한 주기적인 

종합검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선행호기에서 문제시되었던 계통 및 기기의 검 

사 결과를 반영하고， 캐나다 원전의 운전 경험 및 조치결과를 적극 반영하였 

다. 그 결과 주중기배관 용접에 관한 사항 등 총 41건의 사용전검사 지적사 

항과 18건의 권고사항이 발급되었다. 또한 사용전검사 중에 사업자의 ‘냉각 

재펌프 고진동 유발 성분 분석 및 보수절차’와 ‘ 증기발생기 결함의 제거 및 

주증기 배관의 취약 용접부 보수절차가 제반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품 

질보증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97년 12월에 운영허가가 발급 

된 3호기에 대하여는 구조물 건전성 시험，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및 1, 2 

차 계통 수압시험둥 건설종합 시험 검사가 수행되었으며 상옹 및 고온 기능 

시험에 대한 검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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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는 4호기 종합검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로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시 

험 (SIT)을 통해서 격납건물이 설계 개념에 따른 탄성거동을 하여 격납건물 

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자로 격납건물 종합 누설률시험 

(ILRT) 결과 LOCA 압력조건에서 원자로 건물의 기밀성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냉각재계통 상온 수압시험 (CHT)을 통해 모든 접 

합부 및 영구적인 연결부에 누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증기 발생기 2차측 

압력 경계내의 기기 배관 및 모든 접합부에 대한 내압 건전성을 확인키 위 

한 검사에서도 모든 접합부 및 영구적인 연결부에 누설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 

1998년에는 월성 3，4호기 사용전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4호기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우징 공기저장탱크 용량시험 등 2건의 미결사항을 도출하였 

다. 특히 다우정 공기밸브 성능시험 결과를 근거로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및 설계지침서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4호기 최초 임계전)까지 설비개선 후 재 

시험하도록 조치하였다. 

1999년에 실시된 월성4호기 사용전검사에서는 원자로 본체 등 9개 대상시 

설의 건설 및 성능시험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관련 기술기준에서 요구 

하는 대로 적절히 설치되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기시험계획에 

따라 실시된 성능검사는 안전성관련 중요도에 따라 9개의 검사대상시설에 

대해 총 1257ß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수행하였다. 검사수행 방법으로 
는 사용전 시험 및 시운전 시험절차서에 대한 시험내용 시험절차 및 시험방 

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였고， 현장입회를 통하여 숭인된 시험절차서에 따라 시 

험이 수행되는지 여부와 시험결과의 합격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성 

능검사 결과 4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권고사항이 발행되었으나 지적사항 4 

건 및 권고사항 6건은 종결처리 되고， 권고사항 1건을 시정조치 중에 있었으 

므로 관련 구조물， 기기 및 계통이 설계기준에 따라 제 기능을 발휘하고 발 

전소가 정상， 과도상태 및 가상사고시에 설계된 대로 운전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제 3 절 월성 원전 특별 점검 

1999년에는 월성 원전들에 대한 특별점검들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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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월성원전 현장 종합점검 

특히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사의 일부 원전 가동중단 결정조치와 관련 

하여 그 경위 및 배경을 파악하였으며， 국내 중수형 원전의 향후 대책에 대 

한 기술검토가 수행되었다. 캐나다로부터 입수된 정보자료를 근거로 검토한 

결과 국내 원전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 사안은 없는 것 

으로 밝혀졌으나， 장 • 단기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평가를 수행토록 하고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부차원의 

현장종합점검 수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월성원전에 대해 현장 종합점검을 수행한 결과 캐나다 온타리오 하이드로 

사 원전의 가동중단 주요 원인들이 월성원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또한 캐나다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캐나다원자력통제위원회 

(AECB)가 옹타리오 하이드로사 원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관리부실로 

인한 성능저하 관점에서 보아도 원전 운영관리 표준화를 위한 체계를 확인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 실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노력 

을 강화하는 동 국내 원전이 캐나다보다 우수한 사항도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발전소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성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문서관리체계의 보완 발전소 운전요원 

자격요건 강화， 화재방호지역의 화재위험도 분석 수행 동 19건이 도출되었으 

며， 이에 대한 중 · 장기 개선계획을 수립 • 이행토록 조치하였다. 

2. 월성원전 운전절차서 특별점검 

월성원전 운전절차서에 대해 1999년 7월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절차서 

와 관련된 사업자의 활동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전경험에서 도출된 사항의 반영 등 

절차서의 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보 공유 및 호기간 일부 상이 

한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월성원전 안전종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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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의 주요 현안 사항으로 부각된 월성 3호기의 중수 누출 사건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2차 

에 걸쳐서 종합점검을 실시하였다. 1차 점검 시에는 중수 누설 원인 규명 및 

대책， 중수 누설 및 관리 실태， 지진감시설비 운용 실태， 사고·고장 보고 체 

계， 방사선관리 및 종사자 방호 상태， 2차측 기기 관리 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2차 점검 시에는 1차 점검사항 후속점검， 삼중수소 저감 대책， 

월성 1호기 용접결함 주장 관련 검토， 핵연료 압력관 건전성， 온타리오하이드 

로 관련 특별점검결과 이행상태， 방사성폐기물 장기보관에 따른 안전대책， 월 

성원전의 내진설계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중수누설로 인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작업자와 인근주민， 환경에 미 

치는 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수 누설은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감속재펌프 분해작업 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 작업절차서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중대한 안전상의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비상상황 발생시 방사선 작업에 적용할 절차 

서가 미흡하고， 작업자의 교육 • 훈련강화， 정비 및 보수 절차서의 구체화 등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실수 최소화를 위한 각종 절차서 보완과 교 

육훈련 강화， 원전별 안전설비 보강 등의 지적사항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 

다. 

- 인적 실수 최소화를 위해 기기 정비 및 보수 등의 일반작업을 문서화하고 

사고발생시 과학기술부 현장주재관실에 즉시 보고 등 보고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작업종사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방사선영향 극소화를 위한 삼중수소 제거 

설비의 건설(200)년 가동 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 요구됨. 

- 냉각재 피더 중 두께 측정을 수행한 1467H (총 7007H)를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은 연도별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음. 

- 화재방호계통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향후 비상대응조치를 수립하고 화재위 

험도 분석 등 화재방호계획서의 보완과 방호설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원전의 지진안전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진 및 지질특성에 적합한 원전 

부지 평가 기술 개발이 필요함. 

가동연수 증가에 따른 가동원전 노후화에 대비한 주기적인 안전성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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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함. 

- 기기， 부품의 열화에 대비하기 위한 수명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함. 

특히 사업자의 안전관련 전담조직 및 인력이 불충분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등 안전관련 업무의 협력업체 위탁으로 전문성 부족 기술개발 미흡을 초래하 

여 안전성 저해요인 상존하며 종업원의 사기저하로 안전성 저해가 우려된다 

는 판단 하에 안전 중심의 사업자 원전운영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다. 

원전 이상사태 발생시 조기 감지 및 대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 

로 인하여 안전규제 체제 보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규제인력 및 조직의 축소로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으며 규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보강이 필요함. 

- 원전 규제업무가 다원화되어 규제 일관성 및 책임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원자력 안전연구의 종합 • 기획 관리체제 미확립으로 연구개발결과의 규제 

업무 연계성이 부족함. 

- 사고 · 고장 보고체계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함. 

제 4 절 월성 원전 안전 현안 

다음에 열거하는 현안들은 대부분이 운영허가 심사시에 사업자 시행한 보 

완조치를 규제 기관이 그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 인정하였던 사항들이다. 그 

러나 이들은 일과성인 문제가 아니고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이나 새로운 증 

거의 출현， 전문가들 간의 견해 차이，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안의 중요성 

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검사， 확인과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L 월성2호기 운영허가 섬사 도출 사항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들은 월성2호기 운영허가 심사 결과 지속적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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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과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안전현안들을 추려낸 것이다. 이 현 

안들은 월성 원전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1) 활성 단층 여부와 설계 응답스펙트럼 보수성 확인 

양산단층조사 사업의 최종결과를 반영하여 확률론적 지진위험도 평가결과 

를 재확인하여야 하며 설계 응답 스펙트럼의 보수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원자력 구조물의 설계 

균열저항능력을 포함한 비금속라이너의 인증시험 결과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므로 건설허가시 제시되었던 설계요건의 반영내용이 적합함을 확 

인하였으나 .최종시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운영기술 지침서를 보완해야 

비금속라이너를 포함한 격납건물의 누설방지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 

된다. 

3) 압력 유지계통 및 기기의 설계 

배관 진동， 열팽창 및 동적영향시험 프로그램과 펌프 및 밸므의 가동중 

시험 프로그램은 사업자가 조속히 제출하겠다는 이행약속을 하였으며 사 

업자가 시험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해야 한다 .. 

4) 핵연료 채널 건전성 

다음의 사항이 만족된다면 월성 원전 핵연료 채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압력관의 LBB평가 

압력관의 LBB평가시에는 압력에 대해 안전계수 1.3을 적용하여야 하며 

상업운전 전에 수행되는 환형기체계통의 성능시험의 결과가 LBB평가의 

결과와 종합되어 압력관의 비상운전절차서가 작성되어야한다. 

- 압력관의 P-T 곡선 작성 

운전에 따른 압력관의 재료 특성변화 및 치수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 

으로 P-T 곡선을 재평가하여야 하며 월성2호기의 성능시험을 통해 확 

인된 운전 제한치가 P-T 곡선에 반영되어 재작성되어야 하고， 이 P-T 

곡선이 운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숨지침서에 반영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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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관 검사는 1990년부터 3차에 걸쳐 44개 채널에 대해 수행되었으며 

3개 채널은 압력관을 교체하였다.( 2001년 장비 도입 예정) 압력관 가터 

스프링 위치조정은 1995년부터 수행하였으며 2001년에 완료 예정이다. 

이후 압력관 검사 결과에 따라 압력관과 칼란드리아 튜브의 접촉 가능 

성이 있는 채널에 한해 위치 조정작업을 수행 예정이다. 

5) 칼란드리아 튜브와 액체주입노즐 간격 측정 및 접촉방지 

발전소 가동 년수 증가에 따른 열 및 방사선에 의한 칼란드리아 튜브의 

처짐으로 언한 수평기기들과의 간섭으로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자는 액체주입노즐을 개조하여 

야 한다. 

사업자가 전력연구원의 측정 장비 개발로 2αm년 4월 월성 1호기 간격 측 

정 실시한 결과 예측보다 실측 간격이 적었으며 초기 값의 확인을 위해 

월성 4호기의 간격을 측정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는 칼란드리아 튜브 처 

짐 예측 코드 개발 연구과제를 2001년에 추진 예정이다. 

6) 비상노섬냉각계통 

신뢰도요건 만족을 위해 수행한 PSA 개정보고서 및 계통 가동요구시간 

변경에 따라 제출된 근거자료에 대한 상세검토를 수행하여 그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었다. 

7) 사고후 격납 수조 pH 유지 설계의 타당성 

TSP의 설계 요건 퉁이 FSAR에 기술되지 않았고 총량과 TSP 용해시 

pH 점검 둥에 관한 요건이 운영기술 지침서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8) 사고해석 

대부분의 사고시에 두 개 이상의 트립변수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LORC 및 FLB의 경우 일부 영역에서 단일트립변수 영역이 존재한다. 

LORC와 FLB 사고의 단일트립변수 영역에서 제2의 트립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현재로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 

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R-8 요건의 예외 항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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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acticable"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성 증진의 차원에서 이 

들 단일트립변수 영역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9) 대기 확산 및 대중 선량 계산 방법론의 타당성 

사업자는 CANDU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선원항과 월성부지에서 관측 
된 3년간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사고시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 및 선량 

평가에 관한 캐나다 지침인 CAN/CSA-N잃8.2의 모델과 계산방법에 따라 

사고시 대기확산인자와 피폭선량을 계산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CSA 모 
댈이 일반적 물리이론 및 현상에 위배되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선량평가에 있어서도 제한구역 경계에 일반인이 1년간 거주한다고 비현실 

적으로 가정하는 등， 모델의 신뢰성과 보수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따라 

서 안전기술원은 사업자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라 사고시 대기확 

산 평가와 선량평가를 재수행하도록 요구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았으며， 

자체적으로도 사고시 소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FSB 

+FIL 이중사고에 대해 검증계산을 수행하여， 제한구역 경계거리 914m에 

서 사고후 2시간동안 일반 주민이 받게될 전신선량이 0.05Sv, 갑상선량이 

2.47Sv로 “방사선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선량제한치인 전신 

O.25Sv 및 갑상선 3Sv를 만족하여 월성 2호기의 운영으로 인한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업자는 우리나라의 규정에 따른 

대기확산인자 및 선량계산 결과를 근거로 추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당항목을 수정하여야 한다. 

10) 반응도 제어 상실 

최대 반응도 삽입율은 저출력에서 1.1rnk/ sec, 고출력에서는 O.5rnk/sec에 

근거하여 반응도 사고를 분석하였으나， 질의/답변에서 전출력 범위에서 

o .24rnk/ sec로 변경되었다. 최대 반응도 삽입율은 기술지침서에 제시된 원 

자로조절계통(RRDS) 구동제한지침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술지침서에는 RRS구동에 대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았다. 최대 

가능한 반응도 삽입율이 O.24rnk/sec에 해당되는 제어계통 구동에 근거하 

여 운전중 반응도 제어계통의 운전제한조건이 기술지침서에 상세히 기술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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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뢰도 DB 분석 

PSA에서 사용된 신뢰도 데이터 베이스는 캐나다 내 가동중 원전의 경험 

자료에서 추출한 CANDU 원전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작성되어 있다. 

주요 자료원은 DARA 데이터이며， 기타 캐나다 Pt, Lepreau 원전이나 월 

성 1호기의 운전경험도 반영하고 있다. 보고서 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방 

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자료 근거가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 바 있다. 이 요구 사항에 관한 이행결과는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그러나，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오류인자 (error factor) 추 

정방법이 너무 일률적인 면이 었으며 이는 현재 수행중인 국내 PSA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월성 3，4호기 운영허가 심사 도출 사항 

월성 2호기 안전 현안에 추가하여 월성 3，4호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1) 자관(Feeder) 감육현상 감시 및 안전대책 

감육현상 완화 방법과 이의 구체적 효과를 확인하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였던 바 1996년부터 냉각재 공급자관 감육 측정을 수행하였다. 감 

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옹라인 초음파 탐측자가 월성 1호기에 설치되었 

으며， 3, 4호기의 가동전검사시에는 760개 전 자관의 두께를 측정하는 등 

가동중검사에 대비하여 기준 요건의 약 4배인 82개 자관에 대한 감육 측 

정 절차가 수립되었고 자관의 두께 직경 및 형상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 

스가 구축되어 향후 검사결과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자료가 적절히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00년 계획 예방 정비시 월성 1호기는 2297ß , 

2호기는 42개의 공급자관 감육을 측정하였으며 1호기의 경우 2001년 전체 

측정결과를 토대로 감육이 큰 냉각재 공급자관은 특별관리할 예정이고 필 

요시 냉각재 공급자관 교체를 위한 자재 (8개)는 확보되었으며， 교체장비 

는 구매중이다. 

2) 증기발생기 보수계획 

국내외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증기발생기 슬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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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증기발생기 보수계획 수립， 제출하도록 

했는데 사업자의 증기발생기 보수계획을 검토한 결과 월성 원전의 증기 

발생기 전열관 재질은 인코넬 800으로서 국내의 타 원전의 증기발생기보 

다 웅력부식균열에 대하여 강한 저항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속적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월성 2，3，4호기 인허가 후속 조치사항에 따라 사업자는 증기발생기 2차측 

슬러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1호기는 2001년에 2호기는 2002년에 계 

획 예방 정비시 랜성 작업을 할 예정이다. 

3. 월성원전 안전종합점검 도출 현안 

중수로 원전 가동 년수 증가로 감속재 및 냉각재 내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삼중수소제거설비를 설치하여 종사자 피폭 및 환 

경 방사능 방출량을 저감시킬 필요가 대두되었고 월성원전 안전 종합점검 

결과 작업종사자와 인근 주민에 대한 방사선영향 극소화를 위한 삼중수소 

제거설비의 건설(2005년 가동 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 요구되었다. 

한전 전력연구원과 AECL의 공동 설계로 액상촉매 교환방식의 삼중수소 

제거설비를 2002년 10월에 착공， 2005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설비 운영이 개 

시되면 계통 내 삼중수소의 50%이상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일반 안전 현안 

원전의 안전심사/검사 및 운전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개선점 및 보완 필요사 

항중 기 수립된 명확한 규제근거가 없거나 규제입장에 대한 결론을 단기적 

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 방 

안 도출을 위하여 중수형 원자로의 일반안전현안(KGSI， Korea Generic 

Safety Issues for CANDU NPPs)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 

하여 안전성현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선도 순위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IAEA는 중수로 안전성 현안에 대한 규제 기관간 정보교환 및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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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작성을 위하여 “중수로 안전성 현안문제” 관련 제 1회 자문회의 

를 2000년 5월에 캐나다에서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에는 중수로 원전 보유국 

인 캐나다，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의 4개국이 참가하여 퍼EA가 경수형 원 

전에 대한 안전성현안 문서 (IAEA Tech.Doc-l044)를 기초로 작성한 안전성 

현안 Tech. Document 초안에 대한 검토 및 토의， 국가별 안전성 현안 발표 

및 토의， Tech. Documents 작성 및 향후 협력사항 협의를 하였고 경수로 안 

전성 현안의 중수로 적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토의를 통해 적용 가능한 

안전성 현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였고 도출된 각 현안을 중섬으로 “Generic 

Safety Issues for Nuclear Power Plants with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s and Measures for Their Resolution"이 라는 제 목의 초안이 작성 된 

상태이다. 이 보고서 초안은 1007" 의 각국이 제시한 안전현안들을 취합하여 

설계 현안 82 개， 운영 현안 18 개， 총 100개 항목의 현안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4-5>와 같다. 

우리 나라가 제시한 안전 현안은 다음과 같다. 

- oP&P를 운영기술지침서로 대체 

- 지진 감시기의 개선 

- 안전 관련 설정치와 계측기 불확실성 

- 원자력 등급 펌프의 가동중 시험 

- 원전별 PSA 
- 캘란드리아 튜브 처짐 예측 및 측정 

- 월성 부지의 삼중수소 제거 계획 

- 증기발생기 랜싱 흘 설치 

- 격납건물 프리스트레싱 시스템 가동중검사 

- 중수로 원전의 비금속 라이너 열화 

- 피더 배관 감육 감시 및 안전 대책 

- 안전 계통 전동 밸브 신뢰성 

- 압력관 건전성 

- 격납건물 기밀성 유지 

- 트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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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IAEA Tech Document (Draft)의 중수로 원전 안전 현안 

(설계 관련) 

~1:;:Ji:프 
õ \t"iT 

일반 

노심 

기기 건전성 

번호 안전 현안 

GL 1 IClassification of components 
GL 2 I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sσuctures induding aging 

effects 
GL 3 Ilnadequacy of reliability data 
GL 4 INeed f，아 performance of plant s야!Cific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RC 1 /Inadvertent 며lution or precipitation of poison under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RC 2 
RC 3 
RC 4 
CI 1 
CI2 
CI 3 
CI4 

CI 5 
CI 6 
CI 7 
CI8 
PC 1 

Unreliable insertion of control rods 
Response of high burnup fuel under accident conditions 
Fuel daddirw: corrosion 뻐d fretting 

Fuel channel 하ld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Deterioration of core interna1s 
SG tube integrity 
Bolting degradation or bolting failures in the primary circuit 
Cast stainless steel cracking 
Loads not specified in the original design 
Steam and feedwater piping degradation 
Steam generator interna1s damage and plate cracking 

Overpressure protection of the primary circuit and connected 
systems 

일차계통 및 ‘ I PC 2 Adequacy of the isolation of low pressure systems connected 
to the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관련 계통 

안전계통 

‘ PC3 
PC4 
PC 5 
SS 1 
SS 2 

SS 3 
SS 4 

I SS 5 

Safety, liQuid and relief valve reliability 
Spring actuated safety and relief va1ve reliability 
Water hammer in the fe<'녔water line 
ECCS sump screen adequacy 
Problems in ECCS and containment spray switchover to 
recirculation 
Boron crystallization in systems 
Accident management measures 
Containment or confinement leakage from engineered safety 
features (ESF) systems during an accident 

SS 6 IHydrogen control measures during accidents 
SS 7 IReliability of motor-operated and check valves 
SS 8 IAssurance of ultimate heat sink 
SS 9 ISharing of safety systems between two or more stations 
SS 10 IA vailabilitv of the moderator as a heat sink 
ES 1 IReliability of off-site power supply 
ES 2 IDiesel generator reliability 

전 력 계 통 및 I ES 3 IReliability of emergency DC supplies 
지 원 계 통 I ES 4 IControl room habitability 

ES 5 IReliability of instrument air systems 
ES 6 ISolenoid valve reliabili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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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IAEA Tech Document (Draft)의 중수로 원전 안전 현안 

(설계 관련) 

중분류 l 번호 안전 현안 

IC 1 

IC 2 
IC 3 
IC 4 

Inadequate electrical isolation of safety from non-safety related 
eqmpment 
I&C component reliability 
Lack of on-line testability of prote다ion systems 

계측제어계통 I IC 5 
(방호계통 포함) I IC 6 

IC 7 

Reliability and safety basis for digital I&C conversions 
Reliable ventilation of control room cabinets 
N앉퍼 for a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A vailability and adequacy of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IC 8 IWater chemistry control and monitoring equipment (primary 
and secondary) 

IC 9 IES빼S뼈맨t 없d surv뻐뻐않 아 setpoints in instrumentation 

격납건물 I CS 1 IContainment in쩔rity 
IH 1 INeed fl아 systematic fire hazards assessment 
IH 2 IAdequacy of fire prevention and fire barriers 
IH 3 IAdequacy of fire detection and extinguishing 
IH 4 IAdequacy of the mi디gation of the secondary effects of fire 

and fire protection systems on plant safety 
내 부 기 인 재 해 I IH 5 INe혀 f야 systematic in않m떠 flooding assessment in다u버ng 

backflow through fl∞r drains 
IH 6 INeed for systematic assessment of high energy line break 

effects 
IH 7 INeed for assessment of φopρing heavy loads 
HI 8 INeed for assessment of turbine missile hazard 

EH 1 INeE최 for systematic assessment of seismic effects 
EH 2 INeed for assessment of seismic interaction of structures or 

equipment on safety functions 
외 부 기 인 재 해 I EH 3 INeed for assessment of plant-specific natural extemal 

conditions 

사고 해석 

EH 4 INeed for assessment of plant-specific man 띠uced extemal 
events 

AA 1 IAdequacy of scope and methodology of design basis accident 
analysis 

AA 2 I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es 
AA 3 IComputer code and plant model validation 
AA 4 INeed for analysis of accidents under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AA 5 INeed for severe accident analysis 
AA 6 INeed for analysis of total loss of AC power 
AA 7 IAnalysis for pressure tube failure with consequential loss of 

moderator 
AA 8 IAnalysis for moderator temperature predictions 
AA 9 IAnalysis for void reactivity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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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IAEA Tech Document (Draft)의 중수로 원전 안전 현안 

(운영 관련) 

~l::I 2 
-0긴::-.. 변호 안전 현안 

MA 1 IReplacement part design, procurement and assurance of 
quality 

MA 2 IFitness for duty 
MA 3 IAdequacy of shift staffing 
MA 4 IControl of outage activities to minimize risk 
MA 5 lDegraded and non-conforming conditions and operability 

determinations 
MA 6 IConfiguration management of modifications and temporary 

modifications 
관 리 I MA 7 I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 root cause analy잉S 

MA 8 IImpact of human factors on the safe operation of nuclear 
lpower plants 

MA 9 IEffectiveness of quality programmes 
MA 10 IAdequacy of procedures and their use 
MA 11 IAdequacy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MA 12 IEffectiveness of maintenance programmes 
MA 13 IA vailability of R&D technical and analysis capabilities in 

each nuclear power station 
MA 14 IStrengthening of safe야 culture in organizations 
OP 1 I Intentional bypassing of automatic actuation of plant 

protective features 
운전 I OP 2 

OP 3 
OP 4 
SM 1 
SM 2 

SM 3 
검사 및 보수 I SM 4 

SM 5 
SM 6 
SM 7 

Response to loss of control room annunciators 
Precautions for header level control 
Operating experience feedback 
Adequacy of non-destructive inspections and testing 
Removal of components from service during power or 
shutdown operations for maintenance 
Use of ice plugs 
Pressure injection of compounds to seal leaks 
Control of temporary installations 
Clear identification of components and system trains 
Response to low level equipment defects (plant material 
condition) 

TR 1 IAssessment of full scope simulator use 
훈 련 I TR 2 I Training for severe (beyond design basis) accident 

비상 대응 I EP 1 

I RP 1 
방사선 방호 I RP 2 

RP 3 

연료 저장 I FS 1 

management procedures 

Need for effective off-site communications during events 

Hot particle exposures 
Radiation beams from power reactor biological shields 
Management of T디tium 

Damage to fuel during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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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 론 

이제까지의 중수로 원전 심사와 검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중수로 안전 

규제는 기술적 능력과 현장 경험을 배양하였고 중수로 원전의 안전성 확보 

와 증진을 위한 현안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규제기관과 사업자는 

현안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대화의 장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기반의 규제 환경에서 중수로 원전 규제 업무를 수행해 

야 한다는 규제 애로 사항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규제기관 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는 미국과 같이 명시적 규제 (Pre-scriptive 

Regulation)방식올 채택하고 있는 반면， 중수로 원전 공급국인 캐나다의 경 

우 협의규제(Consultative Regulation)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규제 체제가 

우리 ·나라나 미국과는 상이하다. 즉 규제기관야 독립적인 규제 기준을 구축 

하여 규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들을 검토하여 설 

계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월성 원전 규제에서 AECL이 작성한 문건들이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규제 법령과 대등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문건임을 

이유로 공식적인 규제지침으로 활용하지 못했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장치도 아직은 없다. 따라서 캐나다의 안전규제 관행에 따라 안 

전규제에 적용되는 사업자의 설계 기준 관련 자료를 도출， 선정하여 우리 나 

라의 안전규제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중수형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에 

공식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동중 원전의 운영허가 변경시 새로 

운 설계 방법론에 대한 국내 고유의 규제요건 및 규제입장이 명시적으로 규 

정되어 있지 못하여 근거 있는 안전규제를 이행에 어려운 점이 었다. 

앞에서 도출된 중수로 원전의 안전현안들은 대부분 그 해결에 기술적 노 

력들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얻는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일상적인 중수로 원전 규제차원에서， 원전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해서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한다. 그것들은 바로 안전 심사 지침서， 운영기술지침 

서， 검사지침서， 시험지침서， 성능 평가 지침서의 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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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수형 원전 안전 심사 지침서 

경수로형 안전심사지침은 그칸 개정 및 개선을 통하여 국내 안전심사지침 

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여 왔으나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심사지침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인허가 심사시 적용할 안전규제 입장이 명확히 정립 

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심사 시 외 

국 규제요건을 인용하는 단계를 벗어나 우리 규제 문서에 근거한 규제입 

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최신 규제기술 현황을 

반영한 중수형 안전심사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독자적인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고유 기반기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2) 운영기술지침서 

중수로 원전은 캐나다의 경우 OP&P( Operational Policy and Principle) 

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월성 원전 2호기 이 

후 가압 경수형 원자로의 표준운영기술지침서 체제로 통일하여 작성토록 

하여 현재 가동중인 월성 원전의 운영기술지침서는 경수로형의 표준 운영 

기술 지침서의 운영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러나， 중수로는 운전모드， 

운전 제한조건， 정기점검 요건， 안전설정치 등에 대한 기술적 배경 등이 

가압경수로와 상이한 측면이 있음에도 현행 운영기술지침서는 OP&P가 

다루고 있는 중수로 설계 및 운전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운 

데 적용되고 있어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도출되어 운영기술지침서 

에 대한 재검토가 월성 3，4호기 운영허가 후속조치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9. 4월)에서는 가압경수로 원전에 대한 개량표 

준운영 기 술지 침서 를 (ISTS , Improved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 

우선 개발하고， 중수로 원전에 대한 ISTS도 개발하도록 심의， 의결한 바 

있다. 

3) 겸 ^r지침서 

중수로 원전 검사지침으로는 월성 원전 1호기용으로 개발된 “원자력발전 

소에 대한 정기검사지침서， 1992"를 적용하여 왔으나， 새로운 안전검사기 

법， 검사경험 등을 반영한 월성 원전 2，3，4호기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개 

선된 검사점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중수로 원전의 사용전검사(성 

능)지침서의 개발을 통하여 신규 중수로 원전에 대한 사용전검사에도 대 

비해야 할 것이다. 

- 70 -



4) 시험지침서 
1997년 12월부터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가동중 시험(In-Service Test)이 

수행되었다. 중수로 원전의 경우 기기의 제작， 설치는 대부분 ASME 규격 

을 적용하나 계통설계 및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잇다. 

그러나 월성원전은 전세계 중수로 원전 중 유일하게 ASME OM 규격에 

의해 가동중 시험올 수행하고 있다. 중수로 원전은 설계특성상 ASME 

OM 규격에 의한 가동중 시험 수행에 어려웅이 있다. 

5) 성능 평가 지침서 

원전에 대한 성능평가지침서는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성능 운영지표를 통하여 평가하고， 이를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 활동 

에 제공함으로써 원전 취약부분을 도출하여 규제에 반영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애는 현재 가압경수로 원전에 대 

한 성능평가지침서가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으나， 중수로 원전의 경우는 

설계 및 운영특성에 맞는 성능평가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성능 평가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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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 장 경수로 원전 기반인 규채 환경에서의 수
 

중
 

로 원전 규제 접근 방법 

앞에서 조사， 검토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중수로원전에 대한 규제
는 경수 

로 기반인 규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환
경에서의 

중수로원전 규제를 위한 접근 방향올 조사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
해서 ANL 

이 1977년 에 수행 한 연 구인 “Preliminary Evaluation Associated with 

U.S.-sited CANDU-PHW Nuc1ear Power Plants"를 주로 참고하였다. 

채 1 절 중수로 원전의 안전성 확보 접근 방법 

1. 중수로 원전 NSSS 고유의 안전 특성 

경수로와 비교할 때 중수로의 가장 현저한 차이점은 압력관
 방식이라는 

것이다. 중수로는 하나의 압력관 (원자로압력경계) 파열에도 매
우 큰 허용도 

를 지니는 일차냉각계통 설계가 가능하다. 

중수로는 경수로와는 달리 ECIS가(비상노섬냉각수주업) LOCA
시 노심용 

융 방지를 위한 최후 수단이 아니다. 실험으로 확인된 캐나다의 
안전해석에 

의하면 (LOCA+ECIS 고장)의 경우 연료 손상이 현저하고(피복재의 부분 용 

융) 압력관， 캘란드리아 튜브의 일부 변형이 생기지만 노심 용융
은 일어나지 

않았다. 붕괴열은 캘란드리아 튜브 벽과 압력관 벽을 통해 감속
재로 전도되 

고 이 열은 감속재 냉각계통이 제거한다. 

일차계통에서의 소구경 파단 시에는 증기발생기가 방열부(heat si따c) 역할 

을 하는 가운데 자연 순환을 통한 장기 냉각이 가능하고 일차계통
에서의 대 

구경 파단 시에는 비상냉각수 회수계통이 방열부 역할을 하는
 가운데 파단 

부로의 일과성 (once-through) 대류를 통한 장기 냉각이 가능하다. 

중수로 고유의 안전특성은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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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중수로 원전 NSSS 고유의 안전특성 
고유 특성 안전 쟁점 비고 

- 스드래스월 받는 RCPß 부푹이 전<-í~)중성자속에 ~o쓸 
됨. 따바서 시간이 지나연서 어느 정도의 취화 예상 가능 
즉 수명기간 증 언채과도 압력관 파열 확률이 아주 낮음 

1. RCPß의 일부인 암벽 을 보여야 함 경수갚의 경우는 RCPß 내의 응딱욕 
t’1 아 환성 노심 영역플 

- ~o섬 영역의 앙력관 파l간이 안전해석의 잊부로 다루어 받든 부품이 션종성자속얘 노출되지 

가로지픈다. 
져야 합 

않는다 

- 노심영역얘서의 압력관 파단이 다픈 압력한으로 션파원 

확륨이 매우 낮아야 합 

2.상대적으로 앓은 벅누 
- 압력판 핵투께가 대형파열윤 야기하는 암l 째란열크기보 

다 메우 작다- 양력관의 갑작스런 대형 파탄 확ft 께헬 지니는 압력판이 
- 압력판에서의 갑작스런 대형 파단 확훌은 에우 낮다 이 극히 낮음 

LßB 특성용 지닌다 
왜냐하연 파단전 누설이 번저 생기기 예문이다. 

3 압력관은 캘란드리아 - 압력판에서의 캄열과 이로 인한 냉각수 누설은 환형공 
류프로 둡러싹이며 그사 간 개스 분석시스댐으로 업재 탑지 가능. 압력판의 갑작스런 대형 파안 확관 1 
이얘 개스 충진 환형공간 - 누셜은 초응따로 탕지 가능 이 극히 낮음 
존재 - 따라서 시정조쳐륜 취할 시깐이 충분 

- 일차냉각계풍이 여러 개의 하부계용으로 나뉘어지므로 
- 경수로 안전성 확보셜 위한 엌차 LOCA시얘도 냉각수 분출은 노심의 일부에셔만 쩨한적으 

로 생낀다 
격 R요는 LOCA 후 오은 노싱영역 1 
얘 대한 냉각능력윤 적기에 제확보 

- LOCA는 배관의 수력학적 저항으로 인혜 완화되벼 이 
하쓴 것이다 

4. 노심은 냉각수가 옥립 
는 PHTS의 8자형 빼열얘 일부 가인한다. - 경수로의 경우애는 비상 냉각수의 

적으로 공급되는 핵연료 
- 각 연료 찬앨외 구조가(압력관+연료) 단순하여 (강수 노심 견업이 중71 발생으로 언하여 

찬헬뜰로 구획져어져 있 
영역이 없는 것 둥) ECIS는 비상냉각수훌 노싱의 모든 방뼈받으며 (들어오는 냉각수흩 노심 

다 
곳으로 전달 가능하므로 비상노싱 냉각 기놓 상설 확용이 밖으로 밀어내는 경향) 또한 냉각수 
낮다. 가 노심을 우회 

- 이러한 단순한 출력 찬멸 구조로 인하여 ECIS 생농 시 -중수로 ECIS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 
험이 경수로보다 간단하며 결과도 더 선빙성이 있다 (스 채가 존재할 수 있으나 좌기와 같은 

재일렁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유로 "1상냉각애 대한 우려가 경 

파손 연료 캅지 및 위치 파악이 쉽다 
수로보다 덤 심각하다， 

5. 저온， 대용량 갑속채가 
- 노심영역의 대형 분산 방열부 용괴연 채거 기능음 지니 

븐 다증냉각째통 보유 - 감속째 열용량과 감속제냉각계통이 ECIS품 보완 

6 갑속계 영역온 대형의 
경수차혜 영역으로 둘러 
싹이여 이 경수차폐째는 

노심영역 끈처얘 추가적인 ‘앙별부률 째공하며 이는 ECIS 
열용량이 높아서 정상출 
력의 약 0.3%홉 냉각시 와 갑속채 냉각 계용용 보완 

킬 수 있는 다중성을 채 

J공 

7 전연우바늄 연료 평형 
~:성의 총 영여반응도가 우’간적언 밴응li 얀가에시도 출럭 폭추가 비교적 온화 
낫t:J 

R 공칭줍력애서의 출력 
"1 보상형 반응도 인가로 언한 출력 천이에서 ~쩨억제 

'!!응도 계수가 거의 0이 

거나 약간 +이다 
<self-limiting) 능력옴 못 지 낸 수 있을 것이다. 

- 천연우라늄 연료플 사용하고 운전증 째장전옴 하브호 - 중수호만이 사고시 압띄 91 쪽형 반 1 

총잉여반응도가 다소 제한적이다. 웅:-~c.+ 언가효과판 지니논 것은 아넙 
LOCA는 반응도인가륜 초래하나 PHTS가 CANDU600 - 경수호도 암력의존형 밴응s:..+ 효 

의 경우 두 개의 하부게동으로 목련 구획되어 반응도 인 4씀 지넙. 
9 기포 반응도 계수가 + 가 제한이 가능 정상운전 상태에서 모든 앙력관이 완전 *ßWR의 압력승가는 71포붕피와 

기포화되어도 반용도 언가든 약 1.5 $ 반응~r_ 얀가헬 초래 

- Under c∞ling 천이시 출벽찬넬얘서의 비등으강 반응도 *P\\π{과 ßWR의 제어봉 운슬은 

계수 증가 밴용S":. 인가 초래 

10 중성자 평날 수영아 
10E-3초 차수모- 이 든 경 같은 량의 반응도 인가에시 출펙 천이가 경수호보다 던 
수무보다 :\0배 정도 김 심각하다. 
디 

압역으로 인한 채어봉， 정지봉 반응도 사고가 얼어나지 
않븐다 (경수흐억 제어봉 cjcction 사고가 해딩 51 지 아니 

11 재어와 방호 목적의 함) 
증성자 옥깐 장 ;>;1 가 저압 - 정지용과 제어봉이 ~:심 외무 LOCA 시 (fecdcr나 
의 감속재 계동얘 셀지되 

hcader의 파단 같은 ) 수력학적 힘올 받지 않는다 어 있디 
- 증수 YL91 ~o 성 격자가 상대적으또 개망형이라시 제어와 

망호 시능 91 싼선 분 "1 가 가능 (중성자 독원 성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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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수로 원전 NSSS와 BOP의 버고유 안전 특성 

중수로는 점진적 셜계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
한 특성들은 

각 중수로 원전 별로 그 적용 수준이 상이하다. 중수로 원전 NSS
S와 BOP 

의 비고유 안전특성은 <표 5-2>와 같다. 

<표 5-2> 중수로 원전 NSSS와 BOP의 비고유 안전특성 

특성 안전 영향 

출력제어 (총출력 제어와 
국부 출력 채어로 핵연료 국소 손상 확률 저감 

zone 출력 제어) regional 노섬 방호 계통이 저확률의 zonal 출력제 

어 기능 이상에 대처 

컴 가동중 재장전 연료장전기의 고장이 PHTS 누설 초래 가능 

#-
터 경보 및 사건 기록 발전소 감시 개선 효과 

사 
선택된 공정 변수 기록 

용 
(자료처 리 용. No Feedback} 

발전소 감시 개선 효과 

컴퓨터 제어가 미국 규재기준을 일일이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나 
미국 규제 개념과 

상충되는 것은 아님. 

컴퓨터 제어의 다중성이 확보되어 있음. 동일한 두 대의 컴퓨터가
 (주/예비) 데이터 

찬넬만 link 되어 있음 
방호 기능과 제어 기능의 엄격한 제어 계통 이상시의 안전 영향올 현저히 축소 

분리 및 hard-wired 회 로 사용 

원자로 정 지 계 통 (SDSl, SDS2) Xe 출력 진동과/또는 zonal 출력 제어 이상으로 l 

에 노내 중성자속 감지기 사용 인한 연료 국소 손상 방지 

여러 보조계통들과 ESF 계통의 

다중성 수준 유지 

-보조 급수 

-ECIS 미국 내 규제요건과 상이 시에는 수정보완 가능 

-격납 건물 냉각 

-감속재 냉각 

L:비상 전원 공급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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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캐나다의 중수로 원전 설계 요건 

1. 일반 요건 

캐나다의 원전 규제는 그 태동기부터 PRA 개념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기본적 아이디어는 “저확률 사고에서의 사고 결말이 고확률 사고 

의 결말보다 커도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식화하기 위 

해서 중수로 원전의 모든 시스템은 공정계통과 안전계통으로 구분된다. 

공정계통은 중수로 원전의 정상운전에 필요한 모든 계통들이며 ( PHTS , 

제어 계통， 전력 계통 ---) 안전계통은 안전 확보에 필요한 계통들이다 (원 

자로 정지계통， ECIS, 격납계통 

계통 ---), 

사고 유형은 단일고장과 동시고장으로 구분한다. 

-단일고장(single failure) 공정계통 어느 하나가 고장 

-동시고장(dual failure) 공정계통 어느 하나와 안전계통 어느 하나 

의 동시，독립적 고장) 

허용 피폭 선량은 : 단일고장， 동시고장에 대해서 각기 정의한다. 

캐나다의 동력로 안전 일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에 필수적인 또는 관련되는 모든 기기. 계통， 구조물의 설계， 

시공은 최상의 규격， 표준과 관행을 적용하고 독립된 감사 체제로 

확인해야 한다. 

- 원자로에 필수적인 공정계통의 품질과 특성은 모든 중대한 고장이 

3년에 1회 이하이어야 한다. 중대한 고장이란 방호 조치가 없을 경 

우 심각한 연료 손상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계통은 공정계통과 기능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다 

른 안전계통과도 기능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 모든 안전계통은 항상 계통 차원의 시험이 가능해야 하고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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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기준 고장확률이 10-3이하임을 주기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정상 운전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방류는 (중대한 것이 아닌 계통 고 

장을 포함， 2.항 참고) 방류물의 영향을 받는 일반 대중 개인 선량이 

모든 선원에 대하여 원자력종사자 허용 선량의 1/10을 초과하지 말 

아야 하며 위험도에 노출된 인구전체에 대한 총선량은 104 man-rem 

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떠한 공정계통 고장에서도 인구집단 내 어떤 개인의 피폭선량도
 

500 mrem을 초과하지 않고 위험도에 노출된 인구전체에 대한 총선 

량은 104 man-rem올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계통이 효율성을 지녀야 

한다. 

- 공정계통 단일 고장과 안전계통의 고장의 어떠한 조합에서도 개인
 

의 예상 피폭선량은 전신에 대하여 25 rem 갑상선에 대하여 250 

rem, 인구전체에 대해서는 10
6man-re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 6항과 7항의 피폭션량 계산에서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다음의 가
정 

을 적용해야 한다. 

- Pasqui1l F (Bryant 수정판)와 대등한 대기 확산 언자 

- Beattie 가 제시한 환산 인자 

<표 5-3> 허용 피폭 선량 (캐나다) 

최대 
발전소 상태 

허용 빈도 
기상조건 개인피폭 제한치 집단피폭 제한치 

효과에 따라 가중치 적용 선 선 0.5rem/yr 전 선 101 man-rem/yr 

정싱- 운선 
(번도X단위배출량당 피폭) 갑상선 : 3rem/yr (I) 갑상션:104 man-rem/yr 

1) 국지 최악 조건이 10% 

중대한 공정계통 기 이상 존재 전선 0.5rem 전선 104 man-rem 

기 고장(3)(단일고장) 
1회/3년 2) 기상 자료 부재 시 갑상선:104 man-rem 갑상선 :3rem 

Pasquill F 
1) 국지 최악 조건이 10"/0 

(공정계통기기고장) 이상존재 전신 25rem 전 신 106 man-rem 

+(얀전계통고장) 
1회/3，αm년 2) 기상 자료 부재 시 감상션:10“ man-rem 갑상선 : 250rem (2) 

PasquiU F 

설계자는 공정 계통올 통틀어 중대한 고장 발생 빈도가 3년에 l회 미만올 입증해야합 

또한 각 안전계통의 고장확륜이 3천년애 1회 미만임윤 입증해야 함 

(1) 다른 장기에 대해서는 ICRP의 1/10 값 적용 

(2) 다른 장기에 대해서는 ICRP 종사자 허용 션량의 5배 값 장정 적용 

(3) 중대한 공정 계통 고장 · 안전계통 없이논 상당량의 방사성뜰질 환경 유출
블 야기 

- 76 -

•• r-



미국 기준과 (1 OCFR 100) 비교하면 캐나다의 단일 고장 (LOCA 포함) 허 

용 선량 기준이 전신에 대해서는 1/50, 갑상선에 대해서는 1/100 이다. 주지 

할 사실은 선량 계산에 적용하는 미국의 방사선원 (source tenn)이 캐나다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다. 동시고장은 미국의 규제 요건이 아니었으나 PRA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다. 

2. 하드왜어 관련 절계 요건 

가.2 그룹 분리 방식 

공통유형 고장을 (common mode failure)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로부터 (화 
재. 항공기 추락， 자연 현상 등) 원전을 방호를 하기 위해서 계통은 2개의 그 

룹으로 나쉰다. 각 그룹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전원을 공급받고 별도 

의 냉각수를 공급받는다. 계통의 각 그룹 별로 다음의 능력을 지닌다. 

- 원자로 저온 정지 

- 붕괴열 제거 

- 운전원에게 최선 원자로 정보 제공 

그룹 1 그룹 2 

1. 제어 계통 1. 정지계통 2 

2. 정지계통 1 2. 격납계통 

3. ECIS 3. 비상전원계통 

4 모든 공정계통(감속재보조냉각계통 제외) 4. 비상용수계통 

5. 발전소 상황 감시용 비상 계측제어 

나. 내진설계 

중수로 원전 내진설계에는 두 종류의 지진 강도를 적용한다. 

DBE (Design Basis Earthquake) 특정 부지의 원전에서 원전 수명 기간 

중에 발생이 가능은 하나 이를 초과할 확률이 아주 적은 지진들로 인한 복 

합효과들을 (combined effect) 인위적으로 응답 스펙트럼 형태로 표현한 
것. DBE는 역사적인 기록 검토와 지역 및 세계에 대한 지질구조학적 상세 

검토에 기초하며 년간 발생 빈도가 1/1000 이하이고 DBE에 견디도록 검정 
된 시스템， 구조물， 기기들이 설계 한도를 초과할 확률은 년간 10-7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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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진 발생시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구조물， 기기의 손
상이 없도 

록 3 이상의 안전계수를 적용한다. 

SDE (Site Design Earthquake) : 특정 부지의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효과로서 역사적 기록에 근거할 때 부지에서 매년 1/100의 
발생 빈도 

를 지니는 것으로 이를 응답스펙트럼 형태로 표현한 것. 

DBE와 SDE는 별도로 발생하므로 상호간에 직접적 연관은 없다.
 (즉 지표 

가속도에 대한 고정비가 존재하지 않는다.) DBE는 미국의 SS
E와 비교할 

수 있으며 SDE는 그 크기 (level) 측면에서 미국의 OBE와 비교할 수 었다 

(적용 측면에서는 다른 개념이다).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물 설계에
도 DBE 

와 SDE 중 하나만 고려된다. 단 격납건물 설계에서는 상이한 하중계수를 

적용하여 DBE, SDE 모두를 점검하여 지배적인 것을 결정한다. 

캐나다의 인허가 기준은 지진으로 인한 PHTS의 대구경 LOCA
를 고려하 

지 아니하되 지진으로 인한 누설은 설계에 반영한다. 따라서 ECIS 셜계에 

DBE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약에 가상되는 non-mechanistic 대구경 

LOCA 후에 SDE 수준의 지진이 일어나는 (정의에 의해서 1/100이라는 상대 

적으로 높은 년간 빈도) 경우 노심 냉각 기능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SDE 

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ECIS가 DBE 이후에 적절히 

기능을 발휘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DBE 이후 PHTS에서의 누설이 

생기면 노심 냉각은 EWS가 수행하고 이에 펼요한 전력은 EPS
가 공급하며 

EWS, EPS는 모두 DBE를 적용한다. 반면에 미국의 인허가 기준은 SSE 수 

준의 지진과 대구경 LOCA의 동시 발생을 고려한다. 이러한 그
러나 캐나다 

의 접근 방식은 IAEA의 Code of Practice와 일치한다. (어떤 강도 이상의 

지진에 견디도록 검정된 시스템은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도 극심
하게 파손되 

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다. 안전계통 내의 단일 기기 고장 

안전계통 내의 단일 기기 고장에 대해서는 캐나다 인허가 기
준은 다양성， 

다중성， 분리 관점에서 미국과 유사 또는 동일하며 특히 능동 
기기에서 그렇 

다. 일부 피동 기기에 (예 : 저압 배관) 대해서는 다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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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다. (예 diverse back-up 계통을 지닌 안전계통의 경우) 

3. 안전 해석 관련 중수로 규채 기준 

아래 표는 캐나다의 중수로 설계기준사고를 보여주고 었다. 

<표 5-4> 캐나다 원전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하는 설계기준사고 

공정계통 단일고장 
동시고장 사고 

고장 사고 SDS-l SDS-2 ECIS 격납건물 

.Jl~ 고장 고장 고장 

제어 상실 X X X 

냉각재 상실 X X X X X 

(1차) 방열부 
X X X 

상실(*) 

X: 안전 해석 펼요 경미한 사안 

* 방열부 상실 사고는 대체 방열부에 대한 평가를 펼요로 함 

일반적으로 동시고장 사고는 설계 요건에 있어서 단일고장 사고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동시고장에서 격납 손상과 LOCA의 결합， ECIS 고 

장과 LOCA의 결합을 고려하면 중수로 원전에 대한 캐나다의 인허가 규제 

는 미국 LWR 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보수적이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 
한 동시고장을 안전해석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LOCA + 격납 손상) 의 

경우는 ECIS의 작동을 가정하고 (LOCA + ECIS 손상) 의 경우는 격납 기능 

작동을 가정한다. 

LOCA 스펙트럼은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여 대구경 배관의 100% 파단까지 

를 가정하나 100% 파단에 대한 정의가 미국과 다르다. 그러나 LOCA 해석 

결과는 정의가 상이함에도 비교적 덜 민감하다. 

<표 5-5>는 캐나다와 미국의 LOCA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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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캐나다와 미국의 LOCA 인허가 기준 비교 

미국 캐나다 캐나다의 입장 

*냉각 가능 노섬형상 유지 1*실험 데이터에 근거 \*미국의 1200 C 기준은 산소 

*금속-물 반용으로 인한 얘너 1*피복재 두째의 최소 절반 구| 로 인한 취화만올 고려 

지 방출 수준 최소화 | 간애서 산소 농도률 0.7%1*다음은 1200 C얘서는 우려 

- 피복째 최고 온도 2200FI 이하로 큐쩨 | 사항 아님 ’ 

(12OQC) 그리고 피복재 연료의 용융 

- 피복재 어느 곳에서도지르코늄-중기 반용
으 

피복채 두째의 17% 이 로 인한 에너지 방출 

ECCS I 하의 산화 -e따tic formation으로 

성능 
인한 손상 

*산소 취화 기준을 온도-시간 

관계얘 근거하지 않고 1200 

C로 한 것은 너무 보수적 

*따라서 12α)c 기 준올 적 용하 

지 않음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규제 입장이 미국보다 어느 연얘서는 렬 보
수척이지만 미국의 ECCS 

성능 기준의 의도를 (지르칼로이 피복재의 과도 취화 방지) 만족 

*RG 1.3 1*냉각채 방출과 ECIS 작동1* Iodine 25%, noble gas 

*최대 전출력 운전으로 생긴! 이후 피복채 연료 온도 천 100% 즉각 누셜온 (미국 

Iodine 평형 재고량의 껑%가l 이를 계산하여 피복재 파| 기준) 너무 보수적. 연료 

격납건물 내로 즉각 누셜， 이 l 손율을 결정 | 매트릭스에서의 FP 누설은 

중 1*피복재 파손 기준 | 연료 온도， 연료 온도 분포 

- 91%는 왼소형태 -5% unifonn strain 또는 l 에 지배를 받기 때문 

- 5%는 업자형태 I -피복재 두께의 최소 절1* 연료 캡에 존재하던 핵분열 

- 4%는 유기물형태 l 반 구간에서 산소 농도| 생성 기체의 즉각 누셜은 

1*최대 전출력 운전으로 생긴 0.7 % 이상으로 인한 과| 예왼 

LOCA | Noble gas 명형 재고량의| 도한 산소 취화 I * 핵송별로 같은 온도에서도 
강사성 1 100%가 격납건물 내로 즉각1*손상된 피복재로 이하여 누l 누설 분율이 다르다 

묻쥔 | 누셜 | 설되는 FP의 량늄 냉각재 
。 2 방출과 ECIS 작동 이 후 

연료 온도 천이의 공간 분 

포를 기준으로 계산. 

*원자로는 100% 전출력 연속 

운전했다고 보수적으로 가 

정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규제입장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정당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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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수로 원전의 미국 GDC 적합성 

1. 배경 

미국의 GDC나 (1OCFR50 부록 A) 규제지침은 (Regulatory Guide) 경수로 
원전 위주로 진화되었다. 따라서 중수로 원전처럼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원전 

이 GDC 기반의 규제 환경에서 인허가가 가능한지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GDC 서문에 기술된 것처럼 GDC는 다른 노형의 원전에 대해서도 일 

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The General Design Criteria are also 
considered to be generally applicable to other types of nuclear power 
units ....... .) 개괄적인 인허가 가능성 분석의 참조 척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노 
형이 다르다는 것은 안전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인식 하에 중수 

로 원전이 GDC에 적합하다면 어느 정도로 적합하고 부적합하다면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참고하고 있는 ANL 보고서는 1970년대 후반에 중수로 원전이 

미국에서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lOCFR50 부록 A의 일반설계기준(GDC: 경 

수로 원전에 적용)과 대비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경수로 기 

반인 원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검토 결과는 유 

의할 점이 있다고 본다. 

중수로 원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수로 원전 설계와 차별성을 지닌다 

는 점을 염두에 두기로 하자. 

- 중수로 원전은 원형 설계부터 PRA 개념을 기반으로 안전성 확보를 
추구하여 설계되었다. 두 개의 대용량 방열부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 

는 노심에 인접한 감속재이고 다른 하나는 노심 전체를 싸고 있는 경 

수차폐체이다. 이러한 다중 냉각 계통으로 인하여 노심 용융빈도가 

매우 낮다. 

- 중수로 원전에서는 대형맹각재상실사고시 ECIS가 노심 용융 최종 방 

어 계통이 아니고 ECIS의 완전 상실시에도 노심의 손상은 초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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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용융이나 압력경계 건전성 손상은 안 일어난다. 중수감속재가 

열을 제거하며 경수차폐체가 감속재의 냉각 기능을 보완한다. 

GDC 각 조항별 검토 결과는 6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표 

5-6>과 같다. 

<표 5-6> GDC 각 조항별 검토 결과 범주 

범주 GDC 적합성 벼고 

Category 1 
중수로 원전에는 

미국에 건설할 경우 적용 불펼요 
적용되지 아니함 

Category 11 완전히 만족 

- GDC 문구가 경수로를 지목 

- 중수로 원전과 경수로 원전 안전 

Category III 
의도를 비교적 만족 계통의 고유 특성 차이점을 고려 할 

(문구로는 안 그렇지 만) 때. 경수로 원전과 대둥한 안전성 확 

보를 목적으로 중수로 원전의 기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 

중수로 원전의 기존 설계를 변경할 

Category IV 
의도를 비교적 만족 펼요는 없으나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 

(문구로는 안 그렇지 만) 으려면 설계특성올 감안하여 ASME 

압력 용기 규격 code case가 필요함 

경수로 원전과 중수로 원전 안전계통 

의 고유 특성 차이점을 고려할 때 경 

Category V 만족시키지 못함 수로 원전과 대등한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GDC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 

g 

의도를 비교적 만족 
미국에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중수로 

Category VI 원전의 기존 설계를 변경할 펼요가 

(문구로는 안 그렇지 만) 
있을 수도 있음 

2. GDC 각 조항별 평가 

가. 전반적 요건 

Criterion 1 품질 표준과 기록 (VI) 

- 캐나다는 독자적인 표준을 개발 적용해 오고 있음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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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서의 중수로 운전 실적이 이를 뒷받침 

- 미국 표준과는 요건과 실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 

-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국의 품질보증 프로그램은 안전에 미치는 효과로 볼 

때 동등 

- 미국에 건설하려면 미국 표준을 적용해야함 

Criterion 2 자연현상으로부터의 방호를 위한 설계 기반 (VI) 

- 중수로는 특정 부지 특성을 기준으로 자연 현상의 효과를 견디도록 설계 

- 양국의 내진설계 기준은 몇몇 관점에서는 상이하나 전반적인 안전성에 미 

치는 효과를 감안할 때 대등 

- 미국에 중수로를 설계， 건설하려면 미국의 자연 현상 방호 요건에 따라야 

함 

- 미국의 인허가 환경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존 미국 내 인허가 된 

원자로의 경우를 참조할 때， 여러 개의 안전성 관련 시스템의 내진 검정 

수준을 변경해야 할 것임 

* ECIS를 SSE 수준으로 검 정 

* 정지냉각 계통을 SSE 수준으로 검정 

* 감속재 냉각 계통을 SSE 수준으로 검정 

* 일차 냉각수 보충 계통을 SSE 수준으로 겸정 

* 서비스 용수 계통을 SSE 수준으로 검정 

* 소내 디젤 발전기를 SSE 수준으로 검정 

- 반면에 중수로의 안전성 관련 시스템 중 일 미국에서는 내진 검정이 불필 

요 할 수 있음 

Criterion 3 화재 방호 (II) 
- 중수로는 엄격한 화재 방호 요건을 적용하여 설계되었음 

- 화재가 공통 유형 고장을 유발하므로 특히 안전시스템 설계에 화재 방호 

를 강조하며 적절한 격리를 구현 

- 공정계통， 안전계통으로 계통을 분리하고 두 개의 별도 그룹으로 분리 

- 별도 위치에 제2제어실에서 원자로 저온 정지 기능 및 발전소 변수 파악 

기능 보유 

- 격납건물 밀봉재와 케이블의 전기적 격리에 내화 재질 사용은 미국과 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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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4 : 환경 효과와 충격 효과 대 처 설 계 기 반 (V) 

- 중수로는 정밀한 누설감지 장치 보유 

- 중수로의 LBB 특성 과 조합하여 대 형 LOCA 가능성 극히 낮음 

- 이 러 한 저 확률 LOCA에 도 불구하고 가상 LOCA를 감안한 설 계 

- 대구경 배관 : 강력한 앵커링으로 대형 파단의 전파를 최소화 

- 소구경 배관 (특히 feeder) : 경수로 수준으로 구속되어 있지는 아니함， 그 

이유는 

* 해석 결과 feeder의 파단이 다른 feeder로 전파되지 아니함 
* feeder간의 밀착 배치로 whip 공간이 협소 

* feeder에 너무 많은 앵커를 설치하면 열팽창과 가동중 검사를 방해 
- 경수로 배관은 대부분 대구경이고 중수로에 비해 길다. 따라서 배관 구속 

이 중요 

- 그러나 중수로는 중수 재고량 최소화를 배관 길이 최소화 추구 

- 따라서 경수로의 대구경 배관에서나 요구되는 배관 구속을 중수로 feeder 

에서는 면제하도록 기존 미국 요건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 

Criterion 5 : 구조물， 계 통 기 기 의 공유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나. 핵분열 생성물 다중 방벽 

Criterion 10 : 원자로 설 계 (1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11 원자로 고유 안전 특성 (V) 

- 중수로의 총 출력반응도 계수는 정상 운전 영역에서 거의 0 

- 따라서 약간 (+)일수도 약간 (-)일수도 있음 

- 원자로 출력 증가에서 : 냉각수밀도계수(증기 void 효과 포함) (+) 늑 핵연 

료온도계수(-) - 엄격히 말해서 중소로는 GDC11을 만족 못시킴 

- 그럼에도 불구하고 GDC11이 우려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 

임. 그 이유는 

* PHTS 완전 기포화의 경우에도 개재되는 +반웅도는 상대적으로 낮음.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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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노섬영역에서 압력관을 사용하므로 PHTS를 2개 이상의 하부 계통으로 
구분 가능. 즉 두 개의 subsystem이면 +반응도계수를 $1.00 미만으로 줄 

일 수 있음. 

- 중수로의 중성자 평균 수명은 경수로에 비해 30 배정도 길음. 따라서 동일 

한 규모의 반용도를 초래하는 출력 폭주의 경우에 전자가 후자보다 덜 심 

각함. 

- 미국에서 인허가 된 경수로들과 대등한 안전성 확보 관점에서 중수로는 

GDCll에 합당할 것임. 왜냐하면 중수로의 GDCll 표현 만족 수준이 다른 

노형들에 비해 손색이 없기 때문임 

* GDC 11은 “고유한 즉발 궤환 특성이 급속한 반응도 인가를 보상하는 

경향을 지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표현은 안 했지만 경수로 

LOCA시 냉각재 방출 단계에서 노심내 수력학적 힘이 제어봉 삽입을 억 

제할 수 었다는 사실이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경수로에 

서는 + 기포반응도계수가 허용되지 않음. 

* 그러나 중수로에는 감속재 영역에 중성자 독물 장치가 었고 이는 노심영 
역 외부 PHTS 파단으로 인한 수력학적 힘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중수로 노심영역에서의 LOCA (압력관 파단) 에서도 파단 부위 근처의 

제어봉들만이 영향을 받음 

* 또한 감속재 영역으로 Gd 독물을 주입하는 SDS2 계통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 중수로에는 분출 가능한 중성자 독물 제어봉이 없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GDC11의 문구를 특정 형태의 반응도 인가에 대 

한 고유한 즉발 궤환 특성에 덜 집착하며 보다 일반적인 고유 안전 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Criterion 12 원자로 출력 진동 억 제 (II) 
- 중수로는 다음과 같은 계통을 지니고 있음. 

* 3개의 노심 중성자속 계측 계통 ( 1개는 제어용， 2개는 방호용 ) 

* 1개의 국부 출력 제어 계통 (대부분 다중성을 지님) 

* 2개의 지역 과출력 방호 계통 
완전 다중형 

2 개의 다양화된 정지 시스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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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국부 제어 계통은 노심 내 어느 곳의 출력도 안전치 내로 유지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13 : 계 측제 어 (II) 

- 중수로에는 핵분열 과정， 노섬 건전성， 압력경계 건전성， 격납 건전성에 영 

향을 주는 계통과 변수들을 감시하도록 많은 계측기가 있음 

- 원자로 기동을 위시한 대부분의 제어는 두 개의 다중 컴퓨터로 수행 

- 그러나 방호기능은 컴퓨터가 수행하지 아니함. 즉 제어와 방호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 

- 두 개의 제어실이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각각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저온 

상태로 냉각시키며 운전원에게 플랜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함 

- 한 제어실의 모든 기기들이 파손되어도 다른 한 제어실 기능이 유지됨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14 : 원자로 냉각재 압력 경 계 (lI) 

- 중수로는 ASME 표준을 적용하되 ASME가 다루지 아니하는 분야는 캐나 
다 방식으로 보완 적용하여 LWR과 같은 수준의 품질로 설계 건설됨. 또 

한 캐나다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적용함 

- PHTS 의 모든 고압 기기들은 LBB 특성을 지니며 중수로 원전은 누설 
감시 시스탬이 예민하고 많음 

- 이러한 관점에서 PHTS 어느 곳에서도 파손이 급속히 전파될 확률은 매우 
ù-...Q.. 
ÃP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15 : 원자로 냉각계통 설계 (II) 

- 중수로의 RCPB는 ASME Sec m Class 1 요건을 적용하여 설계하되 
- ASME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중수로 고유 부분에 대해서는 캐나다 표준을 

적용함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16 : 격 납 설 계 (VI) 

- 중수로의 격납 설계 방식은 미국의 경수로 격납과는 여러 점에서 다름 

- 중수로 격납 계통이 GDC16의 의도를 만족시킴에는 의심이 없지만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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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상 설계변경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설계 변경에는 ss판 라이너 사용이 포함됨 (에폭시 라이너가 부적 

절하다는 의미는 아님) 

Criterion 17 : 전 력 계 통 (VI) 

- 중수로는 독립， 다중， 소내， 소외 전력을 공급받아 단일 고장 요건을 만족 

- 시험 가능성 완비 

- 별도 위치한 두 대의 다중 디젤 비상 발전기 설치 

- 이 중 하나는 DBE 수준으로 내진 검정 

- 그러나 미국의 산업계， 인허가 관행이 여러 부분에서 상이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컴 

Criterion 18 : 전력 계통의 검사 및 시 험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19 제 어 실 : (VI) 

- 중수로 원전에는 주제어실과 별도 위치의 보조제어실이 있음 

- 두 제어실 모두 원자로 저온 정지 기능을 보유하며 지속적 발전소 정보 

파악가능 

- 한 제어실의 기기가 완전 파손되어도 다른 제어실 기능 유지 

- 그러나 미국의 산업계， 인허가 관행이 여러 부분에서 상이 

* 미국 요건은 사고 조건에서 제어실 거주성 증진을 위해서 원격 공기 흡 
입구를 지닌 제어실 환기 장치를 요구. 

* 캐나다의 경우에는 제어실 거주성을 저해하는 저확률 사건 시 보조제어 
실을 사용 

* 주제어실 종사자 보안 요건이 상이 
- 양국간에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며 필요시 쉽게 수정 가 

'-
。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킴 

다. 보호 계통 및 반응도 제어 계통 

Cri terion 20 보호 계 통 기 능 (II)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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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 21 보호계통의 신뢰성 및 시험성 (II) 

- 중수로의 보호 계통은 SDS1 , SDS2 두 개의 별도 정지 계통을 지닌다. 

- 이 두 SDS는 중성자 독물의 다양성을 확보 

- 각 SDS는 고장률 10-
3/년 미만이고 원자로 운전중 시험 가능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22 : 보호계통의 독립성 (1) 

- 중수로의 보호계통은 전상운전 보수 시험 가상사고가 보호 기
능을 저해 

않도록 설계 

- 여러 하부계통들이 완전한 독립성을 지니며 다양성을 확보 

- 각 찬넬은 완전히 자체수납형이며 (self-contained) 고유의 전원을 공급받 

..2-
p 

- 전원 공급 중단은 영향받은 찬넬의 트립 조건을 형성함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23 : 보호계통의 고장 모드 (II) 

- 케이블 전기적 격리에 내화물질을 사용하여 화재방호를 강화한 
것은 미국 

의 경향과 일치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24 : 보호계통， 제어 계통의 분리 CII) 

- 중수로의 제어 기능과 보호기능은 완전 분리되어 었음 

- 이러한 분리는 중성자 독물 계통에도 확대 적용됨 

* 분리된 다양한 중성자 독물 장치를 제어， 방호 기능에 이용 

* 이러한 분리의 수준은 기존 경수로를 초월 

- 제어 기능은 대부분 두 대의 다중 컴퓨터가 수행 

- 보호 계통은 자체수납형 hard-wired 회로로만 이루어짐. 감시， 경보 기능 

도 마찬가지 

- 운전 편의상 안전관련 자료들 일부는 컴퓨터로도 출력됨 

- 컴퓨터에서 보호계통으로의 궤환이 없음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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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 25 반응도 제어 기능 이상 시의 보호계통 요건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26 : 반응도 제어계통의 다중성과 능력 (II) 

- 중수로의 중성자 독물 제어계통은 4개이다. (제어봉， 조절봉， 경수 cell, 감 

속재 영역 붕소) 

- 추가로 2개의 SDS (SDSl : 정지봉 SDS2 : 감속재 영역 Gd 주입) 보유 

- 상기 계통들로 정상， 가상 조건 모두에서 충분한 다중성과 능력을 지님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27 복합반웅도 제 어 능 력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28 반응도 제 한치 (II) 

- 중수로의 모든 중성자 독물 장치들은 저압의 감속재 영역에 설치 

- 따라서 제어봉 분출 사고 방지 가능 

- 제어봉은 자유낙하식이며 BWR과 같은 제어봉 낙하 사고는 해당 없음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29 AOO (anticipated operational occuπences)로부터 의 보호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라. 유체계통 

Criterion 30 원자로압력 경 계 품질 (II) 

- 중수로의 PHTS는 모두 ASME sec III를 근간으로 적용 

- ASME가 다루지 아니하는 일부에 대해서는 캐나다 표준 적용 

- 충분한 누설감지 시스템 (중수 경제성 확보차원이었지만) 

- 습기， 증기 회수 시스템 : 국소 누설， 총 누설을 감지 

환형부 개스 점검 시스랩 : 압력관 누설을 감지 

- 연료 장전기 헤드에 부착된 초음파 음향 감지 시스템이 압력관， 엔드피팅 

누설 감지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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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 31 원자로압력 경 계 파괴 방지 (IV) 

- 중수로 원전은 ASME 똥c III를 근칸으로 하되 캐나다 표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캐나다 QA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경수로 원전과 동일한 품질 수 

준으로 설계 건설됨 

- ASME B&PV 규격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은 

* 압력관 재료언 Zr-Nb 합금 

ASME 규격은 원전 RCPB에서의 비철금속 사용을 다루지 아니함 

왜냐하면 경수로에는 비철금속이 불필요 

러시아， 영국， 서독， 인도 동의 압력관 방식 원자로는 비철금속을
 PHTS 

재료로 사용 

Zr-Nb올 PHTS에 사용 못할 이유가 없음 

* 압력관 엔드피팅 재료인 403 SS 

ASME code case 1337-10 (Apr 28, 1975) 은 특수형 SS 403의 사용에 

대해 규정 

* 압력관 엔드피탱 압연 조인트 
경수로에서는 압연 조인트가 불필요 

러시아， 영국， 인도， 캐나다의 경험 상 고신뢰도의 조인트 가능 

시험 운전 경험 다 

- 이러한 비 ASME 사항들은 미국에 중수로가 건설된다면 언제든지 규격에 

반영 가능 

Criterion 32 : 원자로압력경계 검사 (IV) 

- 캐나다는 : RCPB의 모든 핵심 부품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가동중검사 프 

로그램을 개발 

- 표준적인 기법 이외에도 특수 기법들을 개발 

* 압력관， 압연조언트의 초음파 탐상은 정산운전 중에도 연료 장전기를 

사용하여 가능 

* 압력관， 압연조언트에 대한 전체적 (full volume) 초음파탐상， 와류탐상 

(벽두께 측정 포함) 은 운전정지 중 수행 

* 압력관의 표면 상태 (마모， 흠집， 부식 등) 검사는 운전정지 중 

profilometry, 사진촬영 으로 가능 

* 압력관의 만곡， 지름 변화， 길이 증가， 경도 등은 운전정지 중 측정 가 

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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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관과 엔드피팅 검사에 쿠폰 사용은 부적절 

남 

* 재료가 중성자속뿐 아니라 냉각재 고온에 노출되므로 수소 취화도 일어 

* 따라서 필요하다면 원자로 수명기간중 적정 시점에 압력관을 인출하여 
검사용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추천됨 

Criterion 33 : 원자로 냉각재 보충 (VI) 

- 미국 내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계， 규제 관행상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할 것임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컴 

Criterion 34 : 붕괴 열 제 거 (VI) 

- 중수로의 정지냉각계통 

* 2대의 100% 펌프， 2대의 50% 열교환기로 원자로 정지후 붕괴열 제거 

* PHTS 운전 압력으로 설계하여 원자로 정지 후 PHTS 냉각 대기 없이 
즉각 연결 가능 

* 펌프는 각기 다른 전원을 공급받음 
- 일부 저압용 피동 기기에 대한 캐나다의 다중 요건이 미국과 상이 

- 따라서 정지냉각계통 2차측의 일부 배관에 대한 다중 요건의 수준이 미 

국보다 낮음 

- 붕괴열은 증기발생기로도 제거됨 1차측의 자연대류 순환 + 보조급수 

(source:EWS) 

- 캐나다와 미국의 설계 접근 방식 차이로 인해 미국 내 건설을 위해서는 

다소 수정 필요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킴. 일부분에서는 미국 경수로의 해당 

계통기준을 상회 

예 ; 정지냉각계통 설계압력 = PHTS 운전 압력 

Criterion 35 비 상노심 냉 각 (VI) 

- 중수로 ECIS와 경수로 ECCS의 설계 요건이 다소 상이 

* LOCA 시 최대 허용 피복재 온도 
* 저 압 피 동 기 기 의 다중 요건 

- 중수로의 ECIS는 경수로의 ECCS처럼 노심용융 방지를 위한 최후 방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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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아님 

* 감속재 냉각계통이 다중 보완 (back-up) 기능을 수행하여 

* 연료 용융을 방지하고 노심 구조를 냉각가능형으로 유지 
- 미국 내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계， 규제 관행상 몇 가지 수정이 필 

요할 것임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컴 

Criterion 36 : 비상노섬냉각계통의 검사 (1)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37 : 비상노섬냉각계통 시험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38 : 격 납건물 열 제 거 (VI) 

- 중수로의 격납건물 열제거 기능은 4 개의 별도 계통들이 수행 

* 살수 계통 
* 격납건물 냉방 계통 
* 비상노심냉각수 회수 계통 
* 증기발생기에서 EWS 냉각 

- 미국 내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계， 규제 관행상 몇 가지 수정이 필 

요할 것임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컴 

Criterion 39 :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 검사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40 :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 시험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41 : 격납건물 대기 정화 (VI) 

- 미국 내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계， 규제 관행상 몇 가지 수정이 필 

요할 것임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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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on 42 격납건물 대기 정화계통 검사 (11)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2 

Criterion 43 : 격납건물 대기 정화계통 시험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44 냉 각수 (VI) 

- 중수로 원전에는 두 개의 별도 냉각수 계통이 있음 

* 서비스 용수 
* 비상 용수 : 비상전원을 공급받음， ECIS , 감압된 PHTS, 증기발생기에 

二도L二그 투〕 
。lo)，크 

- 미국 내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계， 규제 관행상 몇 가지 수정이 필 

요할 것임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컴 

Criterion 45 냉 각수 계 통 검 사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46 : 냉 각수 계 통 시 험 (11)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마. 원자로 격납건물 

Criterion 50 격 납건물 설 계 기 반 (VI)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킴. 왜냐하면 

* 설계 과정에서 모든 잠재 에너지원의 효과를 고려 
* 설계의 모든 관점에서 상당한 보수성이 관찰됨 

- 미국 산업계， 규제 관행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 내 건 

설을 위해서는 기존 미국 내 관행에 맞추어 격납건물 설계에 접근해야 함 

Criterion 51 격납건물 압력경계의 파괴 방지 (VI) 

증수로 원전의 격납건물은 두 종류 

一 두 종류 모두 콘크리트를 주 구조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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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종류는 에폭시 라이너 다른 종류는 강철 라이너 : 고객의 선호에 따라 

결정 

- 캐나다 경험상 두 종류 라이너 모두 만족스런 성능 보유 

- 미국 내 건설올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계， 규제 관행상 강철 라이너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킴 

Criterion 52 : 격납건물 누설율 측정 능력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53 : 격납건물 검사， 시험 대책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Criterion 54 : 격납건물 관통 배관 계통 (VI) 

- 미국 내 건설올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계， 규제 관행상 약간의 수정이 필요 

할 것임 

* 특히 격리 밸브의 개수 및 위치에 대해서 
* 이러한 수정 비용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엄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킴 

Criterion 55 :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I) 

- 600 MWe 표준형 중수로 원전에는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RCPB가 없음 
- 따라서 이 기준은 중수로에 해당 사항 없음 

Criterion 56 : 격 납건물 격 리 (VI) 

-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모든 배관에는 두 개의 밸브가 설치되어 있음 

- 그러나 두 밸브 모두 격납건물 외측에 위치하는 것이 미국과 다른 점 

- 미국 내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 미국의 산업계， 규제 관행상 약칸의 수정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수정 비용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임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컴 

Criterion 57 폐 쇄 계 통의 격 리 (VI) 

- 중수로의 주증기관에는 격리밸브가 없다. 이는 증기가 방사성이 아니기 때 
o 
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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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증기관 격리는 급속안전냉각 기능을 저해 (증기 대기 방출) 

- 이 급속안전냉각은 소구경 LOCA 후 즉시 개시되어 PHTS를 급감시켜 

ECIS 주입 가속 
- 미국 내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계， 규제 관행상 약간의 수정이 필요 

할 것임 

* 특히 격리 밸브의 개수 및 위치에 대해서 
* 이러한 수정 비용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임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킴 

바. 핵연료 및 방사능 관리 

Criterion 60 : 환경 으로의 방사성 물질 방출 통제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61 핵연료 저장， 취급과 방사능 통제 (VD 

- 중수로 사용후연료 저장조의 라이너는 고객 선호에 따라 에폭시， 강철， 알 

루미늄 등 사용 

- 모든 라이너의 성능은 양호 

- 미국의 관행은 강철 라이너 

- 미국 내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의 산업계， 규제 관행상 약간의 수정이 필요 

할 것임 

- 중수로는 이 기준의 의도를 만족시컴 

Criterion 62 핵연료 저장 취급에서의 핵임계 방지 (11) 

- 중수로는 천연우라늄 연료를 사용. 새 연료는 건식 보울트에 저장 

- 사용후연료는 경수 저장조에 저장 

- 천연우라늄 연료는 경수 감속재 환경에서는 임계 불가 

- 따라서 노외 임계 문제는 중수로의 경우 해당 없음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63 핵 연료 및 폐 기 물 저 장 감시 (II) 

-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컴 

Criterion 64 방사능 누출 감시 (11) 

중수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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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GDC 각 조항별 검토 결과 
GDC 범주 I 범주 n 범주 m 범주 IV 범주 V 범주 VI 

1 ; 품칠 표준과 기록 X 

2; 자연현상 방호 x 
3; 화채 방호 x 
4; 환경효과와 충격효파 대쳐 x 
5; 구조물， 계풍 기기의 공유 x 
10 ; 원자로 셜채 x 
11; 원자로 고유 안전 욕생 X 기 

12 ; 원자로 출력 친동 억체 x 
13 ; 계측제어 x 
14 ; 원자로 냉각채 앙력 경계 x 
15 ; 원자로 냉각째룡 셜채 X 

16 ; 격납 설계 X 

17 ; 전력계통 x 
18 : 전력계통의 검사 및 시험 x 
19 ; 재어실 x 
20 : 보호 계룡 기능 X 

21 : 보호계룡의 신뢰성 몇 시험성 x 
22: 보호계룡의 특렵성 x 
23; 보호계홍의 고장 모드 x 
24 : 보호계통， 재어 계통의 분리 x 
25: 반용도재어 이상시 보호계통 요건 X 

26 : 반용도 체어계통의 다충성과 능력 X 

27; 복합반용도 째어 능력 X 

28 : 반용도 제한치 x 
29: AOO로부터 의 보호 x 
30; 원자로압력경계 품질 x 
31 : 원자로압력경계 파괴 방지 X 

32 : 원자로압력 경 계 검사 (lV) X 

33: 원자로 냉각재 보충 x 
::l4 : 용괴열 제거 X 

::l5 : 비상노심냉각 X 

36: 버상노심냉각계통 검사 x 
37 : 비상노심냉각계통 셔혐 x 
38: 격납건불 열채거 X 

39 : 격남건물 열제거 째통 검사 X 

40: 격납건물 열제거 채통 시험 X 

41 ; 격납건율 대기 정화 x 
42 : 격남건물 대기 정화계통 검사 x 
43 : 격납건물 대기 정화찌통 시험 x 
44: 냉각수 x 
45 : 냉각수 계통 검사 x 
46 : 냉각수 계통 시험 x 
50: 격납건물 설계 기반 x 
51 ; 격납건물 압력경계의 화괴 방지 X 

52 : 격납건물 누설흉 측정 능력 x 
53 : 격남건물 검사， 시협 대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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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GDC 각 조항별 검토 결과(계속) 
54: 격납건괄 관통 배관 계통 X 

55: 격납건물 관통 RCPB X 

56: 격납건불 격리 X 

57 : 폐쇄계통의 격리 X 

“) : 환경으로의 방사성불질 방출 통제 X 

61 : 핵연료 저장， 취급과 방사능 통제 X 

62 : 핵연료 저장 취급에서의 임계방지 X 

63: 핵연료 및 혜기물 저장 감시 X 

64: 방사능 누출 감시 X 

건수 1 33 2 2 17 

3. 미국에서의 중수로 원전 인허가를 위한 설계 개선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수로 원전이 미국내 인허가 환경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몇 몇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중수로가 적절 

한 안전성을 지니지 못했음 때문이 아니고 미국-캐나다 양국의 인허가 규제 

요건 차이 때문이다. 

1) 미국의 인허가 기준은 미국 내 모든 원전에 적용된다. 특히 지진을 포 

함한 자연현상에 대한 방호는 노형을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 

한 반론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에 건설될 중수로는 

반드시 내진설계에서 미국 기준을 따라야 한다. 

- OBE 고려 

- 대구경 LOCA와 SSE 수준의 지진 동시 발생 고려 

2) 중수로와 경수로에는 고유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수로의 

경우 대형 LOCA시 냉각가능노심형상 상실과 노섬용융에 대한 최종 방호 

책이 ECIS가 아니다. 따라서 보완 방호책이 (감속재냉각계통) 미국 기준에 

합당한 안전계통으로 인정될 경우 (SSE 내진검정， Section III 적용 제작 

등) 중수로의 ECIS 요건은 경수로에 비해 완화가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중수로 ECIS 요건 완화는 경수로 ECCS 요건의 의도가 “냉각 

가능노심형상 유지로 노심 용융 사고를 방지”하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더 

욱 정당화될 수가 있다. 경수로 노심과 중수로 노심은 구조가 매우 다르므 

로 (경수로 노심은 방열부가 없이 더욱 조밀) 냉각가능노섬 형상 상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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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중수로는 경수로에 비해 심한 연료 손상을 허용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냉각가능노심형상 상실이 일어나기 위한 연료 손상도가 중수로가 

더 크다. 그렇다고 해서 중수로가 경수로보다 LOCA 시 더 많은 노심 손 

상에 직면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냉각가능노섬형상 유지이므로 

LOCA 시 중수로는 경수로보다 많은 노섬 손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설계 변경을 제안한다. 

- 비상급수계통 제거 

- 비상전원계통 제거 

- ECIS의 SSE 검 정 

- 감속재 냉각계통의 SSE 검정 

- 정지냉각계통의 SSE 검정 

- 1차냉각수 보충계통의 SSE 검정 

- 서비스 용수 계통의 SSE 검정 

- 소내 디첼주발전기의 SSE 검정 

이러한 설계 변경안들은 중대한 설계변경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위에 열거한 대부분의 계통들이 실제로는 안전에 필요한 것보다 고수준의 

내진성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력공급만을 SSE 

수준으로 격상하면 된다. 

3) ASME의 원전 관련 부분은 경수로 개발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중수로 

설계자들은 ASME 규격을 최대한 적용하였다. 그러나 ASME가 다루지 아 

니하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캐나다 규격을 개발하였다. 중수로에 

적용된 설계 방법은 기술적으로 건전하며 실제 웅용과정에서 신뢰성 있음 

이 캐나다 뿐 아니라 압력관 방식의 원자로 개발 국가들에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중수로 원전을 미국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ASME가 다루지 아니하 

는 다음에 열거한 분야에 대한 code case 준비가 critical path이다. 

- 중수로 설계의 기존 ASME 규격 부합성 

* PHTS 압력관의 Zr-Nb 합금 

* PHTS 압연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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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TS 압력관 엔드피팅의 특수 스텐강 (403SS) 

* 칼란드리아 튜브， 제어봉 안내관， SDS2 (Gd 주입) 주입노즐의 지르칼 

로이2 

* 칼란드리 아에 대 한 ASME sec III (c1ass 1 or 2) 

- feeder 구속 요건 

- feeder, 종단차폐체에 대한 가동중검사 요건 

4. 결 론 

캐나다의 원자력 안전 접근 방식은 독자적으로 정 립되어 왔다. 이사실과 

그리고 중수로가 지니는 여러 가지 고유안전 특성들이 다른 상업용 원자로 

와는 매우 다름으로 인하여 캐나다 인허가 기준과 경수로 관련 미국 인허가 

기준이 일부 분야에서 서로 다르게 개발되어 온 것이다. 

중수로의 미국 인허가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된 쟁점은 중수로의 

안전성 적합 여부가 아니라 미국에 중수로 기술을 미국 인허가 환경 속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기존 언허가 기준， 지침， 절차， 관행， 규격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에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안전성 확보 접근방식의 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성 분석 

캐나다는 인허가 과정에서 동시사고 (dual-failure)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 

다. (예를 들어 안전계통 고장과 동시에 공정계통 고장). 여기에는 (최대구 

경 LOCA)와 (ECIS 고장 또는 격납고장)의 동시 발생이 포함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가상 LOCA 시 냉각재 방출 중 또는 후 피복재 최고 

허용 온도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1200 C를 초과 못하는 반면 캐나다 

의 경우는 신축성이 있어서 시간대별 온도 제한치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러한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 중수로에 대한 캐나다의 

LOCA 해석에서 최고 피복재 온도가 1200 C 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의 ECCS 기준의 저변에는 냉각가능노섬형상 유지라는 의도가 깔려있는데 

중수로에서는 ECIS 고장시에도 감속재 냉각계통으로 냉각가능노섬형상 유 

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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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진설계 

최대 구경 LOCA와 최대지진의 동시 발생은 미국에서는 고려하나 캐나다 

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의 설계 기준은 PHTS 누설， 격납 
기능 훼손， 최대 지진의 동시 발생을 고려한다. 미국의 경우 격납기능 훼손 

은 고려되지 않는다. 중수로는 내진셜계에 있어서 IAEA Code of Practice 

와 Safety Guide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있다. 

다. 방사선 피폭 제한 

단일 고장 사고시 (최대 구경 LOCA 포함) 캐나다의 선량제한치는 

IOCFR100의 제한치보다 전신에 대해서는 50배， 갑상선에 대해서는 100배 

낮다. 미국의 경우에는 캐나다보다 방사선원 계산에서 매우 보수적이다. 

라.다중성 

캐나다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단일 계통 내에서의 다중성”에 추가하여 

“다양한 계통에 의한 다중성 (redundancy by diverse system)" 을 추구한 

다. 반면에 피동 기기에 대한 다중성 요건은 미국보다 덜 엄격하다. 

마. 배관 구속기 

PHTS의 소구경 배관 구속 요건은 미국의 경수로 요건 보다 멀 엄격하다. 

특히 feeder 배관의 경우가 그렇다. 캐나다의 분석 결과는 feeder의 파단이 

다른 feeder로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에서의 인허가 적합성 관점에서 중수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NSSS 고유 설계 특성과 비고유 특성을(하부 계통이나 주변 시스템 관련) 
명확히 구분하여 NSSS의 주특성에 대한 변경 없이 비교적 쉬운 변경이 가 

능해야 한다. 앞에서의 평가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중수로의 고유 특성 

중 그 어느 것도 미국내 인허가 획득에 문제가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 

다" 

중수로를 미국에 건설하려면 기존 주변계통 (고유특성과 무관한) 설계를 

약간 변경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인허가 요건 차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 절에서 제시한 변경안들은 대부분 내진설계에 내재된 가정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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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확보 방법의 차이에 연유한 것이다. 강조할 사항은 이 설계 변경안들은 

미국 인허가 환경에의 일치성을 지니기 위한 것이지 (특히 기존 미국내 노형 

들과의 인허가 일치성) 현행 중수로 설계의 안전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 

은 아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중 critical path에 놓인 것은 ASME 규격에 

서 다루지 않고 있는 설계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ASME 규격의 원자력 부 

분이 경수로를 위해서 개발되었고 이제까지 미국이 압력관 원자로에 대한 

규격 개발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ASME에서 다루 

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해서 독자적 규격과 표준을 개발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수로는 약간의 설계 변경으로 미국에서 인허가가 가능하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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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월성 원전 현장 설문 조사 

중수로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은 중수로 규제 

경험이 일천하여 중수로 원전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사업자 

와 규제기관 간의 공감대 형성이 미홉한 상황이며 관련 규제 요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전력사업자와 규채 당국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2000년 11월20일 월성 원전에서 개최된 “현장 중심의 안전 규제 연구 현 

황 및 방향” 토론회와 11월 17일 천안에서 개최된 “원자력 안전 분야 R&D 

워크삽”에서는 중수로 규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많은 좋은 의견들 

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의 시각 차이가 존재했었다. 

이는 발전소 현장에서의 기술적 상황과 사업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규 

제의 방향이 향후 규제 요건 정립얘서의 주요 인자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 

다는 것을 공감은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중수로 원전 규제에서 풀어야 할 문 

제를 정식으로 정의할 ( Problem Definition )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정의가 원전 규제 정책 방안 수립에 있어 

서 첫걸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월성 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어0년 12월말부터 2001년 1월 중순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1 절 조사 분석 방법 

본 설문조사는 여론조사에서처럼 각 문항별로 웅답자가 생각하는 바를 고 

르는 것이 아니고 웅답자의 그 동안의 인허가 규제 업무 경험과 향후 예상 

되는 마찰 소지를 감안하여 중요한 현안별로 주제， 기술적 배경， 현 규제 상 

황， 사업자의 입장，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개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설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것을 요청하였 

다. 

- 사업자와 규제 기관의 입장 차이로 인한 현안 문제 

- 잠재적 규제 마찰의 소지가 있는 분야 

- 캐나다 기술기준， 규제 기준과 국내 실정과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들 

- 규제 방식과 절차에 대한 개선 요망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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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규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 

월성 본부장， 발전소장， 부소장， 각 부별 부장들(또는 과장)， 원자로안전담 

당자. 방사선안전담당자， 규제 담당자， 가동중검사 담당자， 홍보 담당자， 건설 

당시 규제 담당자， 품질보증 담당자 등 현장의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설 

문지를 배포하였고 원활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제 2 절 설문 응답 결과 

월성 1발전소와 2발전소로에서 47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이들 응답 내용을 

본 연구팀의 분류기준으로 채분류 정리 한 결과 총 143개의 응답을 추릴 수 

가 있었다. 웅답 내용은 <표 6-1>에서 <표 6-4>까지에 요약 정리하였으며 

상세 응답 내용은 전자파일로 본 보고서에 별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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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월성 현장 설문 응답 결과 

분야 건수 

규제 인력 7 

기술적 쟁점 37 

규제 관행 35 

규제 제도 64 

계 143 

월성 l발전소 : 26인 응답 

월성 2발전소 :23인 응답 

~ • • •--------------r-

점유율 

4.9% 

25.9% 

24.5% 

44.8% 

100.0% 

주제어 건수 

국외자 참여 1 

전문성 2 

현장경험 4 

규제기준 적용성 8 

방사선관리 4 

설비교체 

성능기준 2 

운기침 4 

정기시험 5 

품질둥급 4 

화재방호 1 

ILRT 1 

1ST 6 

S/W VN 1 

검사자성향 5 

과잉규제 2 

규제성향 15 

규채일관성 4 

선업견 4 

업무과중 5 

규채기준 28 

규제범위 5 

규제절차 

문서개정 3 

문서처리 1 

보고절차 4 

설비교체 1 

설비국산화 4 

업무분장 4 

운기침 4 

정기시험 5 

backfitting 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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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융 

0.7% 

1.4% 

2.8% 

5.6% 

2.8% 

0.7% 

1.4% 

2.8% 

3.5% 

2.8% 

0.7% 

0.7% 

4.2% 

0.7% 

3.5% 

1.4% 

10.5% 

2.8% 

2.8% 

3.5% 

19.6% 

3.5% 

0.7% 

2.1% 

0.7% 

2.8% 

0.7% 

2.8% 

2.8% 

2.8% 

3.5% 

2.8% 

100.0% 



<표 6-2> 월성 제 1발전소 설문 응답 결과 

분야 t 1]l-까「‘ 점유율 주제어 건수 점유율 

규제 인력 6 7.7% 처ι무L 서 Q 2 2.6% 

현장경험 4 5.1% 

규제기준 적용성 6 7.7% 

방사선관리 4 5.1% 

설비교체 1 1.3% 

기술적 쟁점 20 25.6% 운기침 2 2.6% 

정기시험 1 1.3% 

품질등급 3 3.8% 

화재방호 1 1.3% 

1ST 2 2.6% 

검사자성향 4 5.1% 

과잉규제 2 2.6% 

규제 관행 17 21.8% 규제성향 5 6.4% 

규제일관성 3 3.8% 

업무과중 3 3.8% 

규제기준 17 21.8% 

규제범위 2 2.6% 

규제절차 l 1.3% 

문서개정 2 2.6% 

규제 제도 35 44.9% 문서처리 1 1.3% 

설비교체 1 1.3% 

설비국산화 2 2.6% 

업무분장 4 5.1% 

운기침 3 3.8% 

backfitting 2 2.6% 

겨l 78 100.0% 계 7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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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월성 제2발전소 설문 응답 결과 

분야 건수 점유율 주제어 -è!, ι~ 점유율 

규제 인력 1 1.5% 국외자 참여 1.5% 

규제기준 적용성 2 3.1% 

성능기준 2 3.1% 

운기침 2 3.1% 

기술적 쟁점 17 26.2% 정기시험 4 6.2% 

품질둥급 1.5% 

ILRT 1.5% 

1ST 4 6.2% 

S/W VN 1 1.5% 

검사자성향 1 1.5% 

규제성성향 10 15.4% 

규제 관행 18 27.7% 규제일관성 1 1.5% 

선입견 4 6.2% 

업무과중 2 3.1% 

규제기준 11 16.9% 

규제범위 3 4.6% 

문서개정 1 1.5% 

규제 제도 29 44.6% 보고절차 4 6.2% 

설비국산화 2 3.1% 

운기침 1 1.5% 

정기시험 5 7.7% 

backfitting 2 3.1% 

계 65 100.0% 계 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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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1)> 설문 응답 결과 요약 : 문제와 대안 

분야 주제어 문제 대안 

국외자 참여 국외자 개입 전문성 유지 

전문성 검사관 전문성 미홉 검사관 전문성 함양 

규제인력 중수로 규제 전문 인력 부족 규제기관 내 중수로 규제 전담팀 운영 

현장 유경험 검사관 투입 

현장경험 검사관 현장 경험 미홉 현장 유경험 검사관 투입 

검사자 교육 강화， 등급화 

현장 지식 함양 

디지탈제어 관련 규제 기술 미홉 디지털 제어 관련 규제 기술 개발 

디지탈화 대비 기준 미홉 디지탤 셜비 시험 모델 개발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 발효 중수로 기준 개발 

규제기준 중수소 농도 운전 제한치에 무리 중수소 농도 운전 제한치 완화 

적용성 ASME 규격을 적용 캐나다 규제기준 적용 

DG 연료 분석 방법 대체 요구 기 존 DG 연료 분석 방법 적 용 
HVAC, 안전밸브 시험 경수로 기준 

중수로 기준 개발 
적용 

RF부하율 저조로 인한 열화 가속 대안 협의 

경수로 규제 관행과 기준 적용 중수로 기준 개발 

방사선관리 경수로용 관리구역 구분 기준 적용 중수로용 판리 구역 구분 기준 제정 

방사선 구역 관리 절차가 너무 엄격 방사선 구역 관리 절차 완화 

보조건물 부압 유지 문제 보조건물 부압 유지 예외 허용 

설비교체 아나로그와 디지털 설비 기준 상이 아날로그-디지텀 교체 기술 기준 정링 

성능기준 ECC 살수탱크 고온 경보 불가피 경보 설정치 하향 조정 

ECC tank room 기 준 온도 초과 대안 협의 

1 호기 운기침 2차측 비안전 항목 수록 비안전 항목 삭제 

운기침 1 호기 운기 침 tech spec화 대안 검토 필요 

안전계통 계측루I 교정주기 불합리 교정주기 재설정 

기술적 ECC논리점검 절차 불합리 운기침 개정 

쟁점 시험주기 1.25배 적용 기준 기준 적용 융통성 부여 

정기시험 기준 적용 융통성 부여 

유량측정 시험에 측정기 추가 펼요 대체 시험 수용 

DG 정기시험 빈번 DG 정기시험 주기 완화 
EPS 주기시험 부하율 저조 설비 보완 

경수로 품질동급 기준 적용 CSA 품질등급 규격 인정 
품질둥급 중수로 품질등급 재분류 

셜비 품질등급 설정 미홉 설비 품칠등급 표준화 

예비디첼발전기 품질등급 상향 조정 예비디첼발전기 품절등급 현행 유지 

화재방호 소방법 등 현행 기준 적용 1 호기에 대해서는 대안 검토 

ILRT 경수로 기준 적용 중수로 기준 개발 

시험 대상 선정 기준 미홉 기준 개발 

주요 펌프 시험 빈번 주요펌효 시험 주기 조정 

1ST 중수로 기준 개발과 규제 완화 

ASME OM 규격 미달 사안 중수로 기준 개발 

중수로 기준 개발 

RCW안전밸브 시험 곤란 설비 개선 유예 기간 부여 

S/W VIV 독립 조직 운영 곤란 대안 제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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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2)> 설문 웅답 결과 요약 : 문제와 대안 

분야 주제어 문제 대안 

현장형， 객관적 규제 

검사자의 주판적 문구 해석과 규제 현장올 감안한 문구 혜석 

검사자 성향 현장형， 객관적 문구 혜석 

현장형， 객관척 문구 혜석 

규제 기준 해석， 적용 일관성 부족 넓은 안목의 규채 

과엉규제 과잉 검사 검사 list 이용 

일부 검사환들의 과잉 규제 검사관들의 업무 파악력 제고 

상호 입장 이해 

경쩨성， 현실성 고려 

규제 일변도 지도 권고 공조 

안전성 중진 의욕 고취 

유인 규재로 천환 

현장형 규쩨 

서류 위주 규채 현장형 규째 

규채성향 현장형 큐채 

규제 이론적 규째 현실 감안 규채 

관행 현실 감안 규재 

예방 위주 규채로 전환 

대안 채시와 협의 

지적 위주의 규제 모범사례 격려 

지도 권고 공조 

규제에 대한 인식 채고 공감대 형성 

단속적 검사， 규제 연속적 채계적 검사 

규제일관성 일관적 규채 

동일 사안에 대한 지적 번복 사례 규제 지적 근거 합리화 

동일분야 동일인 검사 필요 검사 인력 투입 합리화 

사업자애 대한 선입견 상호 입장 이혜 

선입견 상호 입장 이해 

중수로 기술에 대한 선입견 중수로 기술에 대한 선입견 배제 

현장 기술력 인정 미홉 현장 기술진 의견 반영 

계획검사 업무 과중 계획검사 축소 및 수시검사로 대체 

업무과중 규제 대처 업무 부담 과중 상호 입장 이혜 

자료 준비 업무 과중 상호 입장 이해 

불필요 자료 요구 지양 

--.J죄적 사항 개선 시간 불충분 지적보다는 권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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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3)> 설문 응답 결과 요약 : 문제와 대안 

분야 주제어 문제 대안 
증수강 71 준 개암 

종수로 끼준 개만 

중수로 기준 개펠 

당초의 셜계 채작 기준 적용 

캐나다 규채기준 적용 

종수로 현설 인정 

풍수로 기준 개벨 

경수로 규제 관행과 기준 적용 노형법 기준 개발 

기술션도형 규채 기준 개받 

중수로 기준 개받 

증수로 71 준 개받 

규제기준 중수로 특성 반영 

종수~- 꽉성 반영 

증수로 기준 개 l갚과 규제 한화 

규채 71 준 영문화 빚 규재 최소화 

중수로의 장챔플 고려한 규채 

규제 기준 미비 규쩨 기준 사전 개 l알 

규쩨 기준 문구 명확화 

규쩨기관의 공식적 문구 해석 

규제 기준 해석， 적용 일관성 부족 법적 명문화 

규제 기준 명문화 

1ST 규채기준 영문화 
원전 규제지침의 국산화 

독자적 기술 요건 미홉 독자적 기숭기준 개받 

고유의 규제 기준. 규제전짝 정굉 

현장 현실 고려가 미홉한 기준 제정 젖차 선규 규채 기준 사전 검토 

현장 적용성플 충분히 검토후 재정 

외국 기준의 임의 준용 엄적 명문화 

제도 규제 강화 추세 시스댐과 경제성불 고려헌 규채 완화 

상호 입상 이해 

규제범위 규제 대상 구체화 

포괄적 규제로 확대 규제 대상 구채화 

규채 대상 구체화 

규제절차 규제 방식 개선 펼요 해외 원전 규제 방식 연구 

검증원 근거 자료 확보 난점 경험 자료도 끈거갚 인정 

문서개정 단순 사무 착오 시정 복잡 권 jl 후 북이행시 지시 

단순 사무착오 시정 섯차 합랴화 

문서처리 익1 허가 서류 순환 기간 과다 소요 언허가 서감 제출 땅식 개선 

보고 규정 문구 성 HI 

보고젤차 보고 사항 과다， 볼명확， 시한 촉박 보고 규정 한회 

자율 항옥 영문화 및 시힌 연장 

웰수 항옥으로 보고 대상 측소 

설벼교체 최선 기술 기준 적용 경향 교체설비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독자적 71 슬기준 개꾀 

설비국산화 설비 고가와 외국사 생산 중단 엘반 산업용 젤비로 대체 허용 

품젤 요건 강화s._ 국산화 추진 

합피적 기준 혜석으로 ~산화 흑진 

규제기관， 공인검사자 중복 ISI 71 판간 검사 냉위 조정 

엽무분장 기관간 중복 규제 업무분장 조정으갚 중복 규채 방지 

엽무분정 조정으또 증펀~ 규제 방지 

중복 검사 규제 71 판 자제 조정 

1 호기 운기침으로 OP&P 사용 중수로에 맞는 방식 개‘갇 

운기침 운 71 침 적용 당분간 유얘 

볼함리， 모호한 운기침 규정 운 71 침 개정 

운기침 FSAR 불일치 깅 I’|힌 사항에 내힌 개성 선츄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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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4)> 설문 웅답 결과 요약 : 문제와 대안 
분야 주째어 문채 대안 

운기침 전띤 개정 

정기시험 정기시험 항목 과다 및 빈번 정기시험 항목 축소 및 주기 연장 

재도 정기시험 항목 축소 및 주기 연장 

(계속) 정기시험 항목 축소 및 주기 연장 

정기시험 항목 축소 및 주기 연장 
가급적이연 엄격한 외국 기준 의존 경향 노후 발전소 적용 완화 

backfitting 상호 입장 이해 

규채 기준 해석， 적용 일환성 부족 명확한 원칙 마련 
최신 기술 기준 적용 경향 경재성. 기술성을 고려한 기준 적용 

제 3 절 절문 웅답 내용 분석 

웅답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었다. 

- 규제 인력 : 규제 인력의 전문성 

- 기술적 쟁점 : 특정 인허가 현안의 기술적 문제점 

- 규제 관행 : 규제 업무 중 상호 입장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 규제 제도 : 기존 규제 제도， 법령 체제에의 개선 필요성 

<표 6-5>는 총 143건의 설문 웅답 내용을 이러한 분류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6-5> 설문 응답의 분류별 분포 

분류 월성 1발전소 월성2발전소 월성원전 계 

규제 인력 7.7% 1.5% 4.9% 

기술적 쟁점 25.6% 26.2% 25.9% 

규제 관행 21.8% 27.7% 24.5% 

규제 제도 44.9% 44.6% 44.8% 

발전소 별로 각 분류 항목에 대한 응답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본 설문 조사의 신뢰성을 일단은 부여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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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기술적 쟁점에 대한 응답이 25%정도임에 반해 

규제 인력， 규제 관행， 규제 제도 같은 현행 규제 체제에 대한 문제점 제시 

가 75%로 압도적이었다. 

설문 응답에 나타난 기술적 쟁점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 항목들 

이 바로 사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1. 기술 분야 별 현안 

가. HVAC 

보조건물 부압 유지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조건물 부압 유지에 예외를 

허용 

나. ILRT 

경수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중수로 기준 개발 

다. 전력 계통 

- DG 연료 분석 방법 대체를 요구하나 기존 DG 연료 분석 방법 적용을 

허용 

- DG 정기시험이 빈번하므로 정기시험 주기 완화 

- EPS 주기시험 부하율 저조를 설비 보완으로 해결 

- RF부하율 저조로 인한 열화 가속에 대한 대안 협의 

- 예비디젤발전기 품질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하나 현행 유지 

라. 계측제어 

- S!W VN 독립 조직 운영이 곤란한 현실에서 대안 협의 

- ECC tank room 기 준 온도 초과가 불가피 하므로 대 안 협 의 

- ECC 살수탱크 고온 경보가 불가피하므로 경보 설정치 하향 조정 

ECC논리점검 절차 불합리하므로 운기침을 개정 

- 디지탈제어 관련 규제 기술이 미흡하므로 관련 규제 기술 개발 

- 디지탈화 대비 기준이 미흡하므로 디지털 설비 시험 모댈 개발 

- 아날로그와 디지럴 설비 기준 상이하므로 아날로그-디지털 교체 기술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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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므로 교정주기 재설정 계측루프 교정주기 안전계통 

구역 있는바 중수로용 관리 적용하고 

방사선 구역 관리 절차 완화 

제한치 완화 

기준 

절차가 너무 엄격하므로 

제한치에 무리가 있으므로 

구
 

마. 방사선 관리 

경수로용 관리구역 

구분 기준 제정 

- 방사선 구역 관리 

- 중수소 농도 운전 

대안 검토 있으나 1호기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기준을 

방호 

둥 현행 

바.화재 

- 소방법 

개발 

르i
t
 

제
 

규
 

나
 해

 

용
 
발
 

수
 
개
 

시험에 경수로 기준을 적용하는 바 중수로 기준 

기준 적용에 융통성 부여 

측정기가 추가 필요한바 대체 시험 

미달 사안에 대하여 중수로 기준을 

사. 시험 

- HVAC, 안전밸브 
- 시험주기 1.25배 

- 유량측정 시험에 

- ASME OM 규격 

기간을 부여 설비 개선 유예 

기준 개발 

주기를 조정 

완화 

- RCW안전밸브 시험이 곤란하므로 

시험 대상 선정 기준이 미홉하므로 

- 주요 펌프 시험이 빈번하므로 시험 

개발 

적용하고 있으나 캐나다 기준을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중수로 기준 

적용규격 

- ASME 규격을 통상 

경수로 규제 관행과 

아. 

인정하고 중수로 있으나 CSA 규격을 적용하고 

\""1: "-71 t:::: --y ~ i:프 E프 τ，7. 딩ξl 

좀쉴걷r늠 τiI를 효긴:-.!>'í 

자. 품질등급 

- 경수로 품질둥급 

품질동급 재분류 

- 품질등급 설정이 미흡한 바 설비 

기준을 

차. 운영기술지침서 

1호기 운기침에 수록된 2차측 항목 삭제 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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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기 운기침 개정 대안 필요 

카. 주기적안전성평가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발효에 따른 중수로 기준 개발 

2. 해결 방안 별 현안 

가. 규제 완화 

- 유예 기간 부여 

* RCW안전밸브 시험이 곤란하므로 설비 개선 유예 기간을 부여 
- 절차 완화 

* 방사선 구역 관리 절차가 너무 엄격하므로 방사선 구역 관리 절차 
완화 

- 제한치 완화 

* 중수소 농도 운전 제한치에 무리가 있으므로 제한치 완화 
* ECC 살수탱크 고온 경보가 불가피하므로 경보 설정치 하향 조정 

- 주기 완화 

* 시험주기 1.25배 기준 적용에 융통성 부여 

* 안전계통 계측루프 교정주기 불합리하므로 교정주기 재설정 
* 주요 펌프 시험이 빈번하므로 시험 주기를 조정 
*.DG 정기시험이 빈번하므로 정기시험 주기 완화 

나. 기술개발 

* 디지탈제어 관련 규제 기술이 미흡하므로 관련 규제 기술 개발 
* 디지탈화 대비 기준이 미흡하므로 디지털 설비 시험 모댈 개발 

다. 기존 방법 허용 

* 예비디젤발전기 품질등급 상향 조정을 요구하나 현행 유지 
* DG 연료 분석 방법 대체를 요구하나 기존 DG 연료 분석 방법 적용을 

허용 

라. 기준 제정 

- 미비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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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와 디지털 설비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날로그-디지털 교체 
기술 기준 정립 

- 중수로 규제 기준 제정 

* 경수로 규제 관행과 기준을 적용하고 었으므로 중수로 기준 개발 
* 경수로 기준올 적용하고 었으므로 중수로 기준 개발 
* 경수로용 관리꾸역 구분 기준 적용하고 있는바 중수로용 관리 구역 
구분 기준 제정 

* 시험 대상 선정 기준이 미홉하므로 기준 개발 
*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 발효에 따른 중수로 기준 개발 
* 품질둥급 셜정이 미홉한 바 셜벼 품질둥급 분류를 표준화 
* ASME OM 규격 미달 사안에 대하여 중수로 기준을 개발하거나 
규제를 완화 

* HVAC, 안전밸브 시험에 경수로 기준을 적용하는 바 중수로 기준 
개발 

마. 대안 적용 

- 대안 수용 

* 유량측정 시험에 측정기가 추가 필요한바 대체 시험 수용 
* EPS 주기시험 부하율 저조를 설비 보완으로 해결 

- 대안 협의 

* 1호기 운기침 개정 대안 필요 
* 소방법 둥 현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호기에 대해서는 대안 검토 
* ECC tank room 기준 온도 초과가 불가피하므로 대안 협의 
* RF부하율 저조로 인한 열화 가속에 대한 대안 협의 
* S!W VN 독립 조직 운영이 곤란한 현실에서 대안 협의 

- 캐나다 규격 수용 

* ASME OM 규격 미달 사안에 대하여 중수로 기준을 개발하거나 
규제를 완화 

* ASME 규격을 통상 적용하고 있으나 캐나다 기준을 적용 
* 경수로 품질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CSA 규격을 인정하고 

품질등급 재분류 

바. 예외 인정 

* 보조건물 부압 유지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조건물 부합 유지에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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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사. 운영기술지침서 개선 

* 1호기 운기침에 수록된 2차측 비안전 항목 삭제 

* ECC논리점검 절차 불합리하므로 운기침을 개정 

제 4 절 사업자 입장에서의 안전현안 

본 절에서는 앞 절들에서 기술한 설문 웅답 결과에 추가하여 2000년 11월 

17일 천안에서 개최된 “원자력 안전 분야 R&D 워크삽”에서 발표되었던 사 

업자 시각에서의 안전 현안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가. 중수로 원전 설계 특성과 현행 규제체제와의 불일치 

국내 규제체제가 경수로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시 

중수로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경향이 있다. 경수로와 중수로 

는 설계특성이 상이하나，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경수로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년화에 따른 핵연료 압력관 건전성 

확인 등 계획 예방정비 장기화로 발전원가가 다소 높다. 

나. 중수로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월성 2, 3, 4호기는 AECL과 공동 설계하였으나， AECL은 핵섬설비， 

KOPEC은 부속설비를 공동 설계하여 기술자립 면에서 AECL의 기술수준 

에 비교시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KOPEC/전력연구원/원자력연구소 등 연 

구기관과 관련 기업체 내에 중수로 계통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경수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연 

구개발 성과가 미흡하다. 국내에서도 중수로 원전 4기가 운전 중임에 따라 

규제기관 내에 중수로 전담 인력 및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규 

제기관내의 실무자들은 아직도 중수로와 경수로 관련 업무를 동시에 담당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수로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 주기적안전성평가 대책 수립 

2001년부터 시작되는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계획 수립시 고리 1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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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반영하되 중수로 특성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기검사 주기연장， 1호기 운영기술지침 전면 개선，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연구， 가동중 중수로 원전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등 주요 안전현안들을 주 

기적안전성평가와의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라. 캐나다 및 COG와의 공동연구 여건 미흡 

COG에서는 중수로 원전 고유의 안전현안 관련 연구개발올 보유국들의 비 

용 분담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전의 예산 문제로 활발히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연구개발과 안전현안 해결의 연계 

월성 1호기의 경우 현행 운영기술지침서를 2. 3. 4호기 형태로 전환시 전 
환에 따른 새로운 기술적 배경의 제시가 어렵다. 따라서 “중수로 운전재한 

조건 및 운전모드 껄청” 연구과제가 종료되어 중수로형 표준운영기술지침 

서가 작성되면 월성 1호기 운영기술지침서를 곧바로 개선운영기술지침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바. 안전규제 방향 개선 

중수로 원전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규제요건 제정이 필요하며 현장 직접 

적용 가능한 규제 연구를 수행해야 하고 규제 기준 개정 시 현장 실무자들 

의 의견 수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5 절 결 론 

발전소 별로 각 분류 항목에 대한 웅답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본 설문 조사의 신뢰성을 일단은 부여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 응 

답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기술적 현안에 대한 응답이 25%정도임에 반해 

규제 인력， 규제 관행， 규제 제도 같은 현행 규제 체제에 대한 문제점 제시 

가 75%로 압도적이었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얻은 기술적 현안 해결 방안의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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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 규제 완화 24% 

- 기술 개발 6% 

- 기존 방법 허용 6% 

- 기준 제정 26% 

- 대안 적용 29% 

- 예외 인정 3% 

- 운영기술지침서 개선 6% 

이 분포를 보면 현재의 안전 현안들을 규제 기준의 제정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주로 규제기관의 기술적 판단 하에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사업자의 

대안을 수용하는 것을 회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안전 현안을 해결하 

려면 사업자와 규제기관 상호간의 입장 이해와 대안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필요하다. 

현행 경수로 기반의 규제 체제에서 규제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기대 

하던 대로이며 이는 제도， 기술 기준 정비 등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규제 관행에 대한 불만은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야기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제도의 정비로만은 

풀기가 어려우며 상호 이해의 기반 조성이 절실한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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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 규제 요건은 대부분 규제 수요가 많은 경수로 원전 

을 기반으로 정립되었으므로 비록 원자력법 시행령이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 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특 

정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 

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었다 

고 규제의 신축성을 부여는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원전 규제는 미국처럼 

명시적인 (descriptive)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으므로 규제 

당국과 사업자간가 서로 중수로 원전의 특성을 감안한 설득과 이해를 추구 

하는 신축성 있는 규제 체제에 아직은 익숙하지가 못하다. 따라서 규제 당국 

은 가능한 한 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술 요건 

의 준용이나 확대 적용이라는 보수적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 

에 없으며 사업자는 보다 명료한 규제 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2001년 1월에 

발표된 과학기술부의 “ 2001년도 원전 안전규제 정책방향”도 그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있음 

은 비록 중수로원전을 따로 언급하고는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상황을 언식 

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다른 로형의 원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중수 

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규제 수요 도출， 규제 경험 반영， 체계적 규제 연구 

절차 및 관리， 안전현안 도출과 반영， 불합리한 규제 기준 개선， 신기술 반 

영， 사업자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우리의 환경에 맞는 안전 규제 기준을 정 

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캐나다의 원전 규제 기준은 극히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실질적인 인허가는 CNSC의 기술적 판 

단에 의해서 협의 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CNSC 규제 문서에 명시된 규 
제 요건들은 강제 요건들은 아니며 요건 면제나 대안을 통한 달성이 가능하 

다. 이러한 규제 관행은 CANDU라는 단일 원전 모델과 AECL이라는 단일 

설계자가 존재하는 이상은 복잡한 규제 기준 명문화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 

문이다. CNSC의 발족으로 새로운 규제 체제가 탄생은 했지만 그 속 내용은 

대부분 기존 규제 체제에서 이미 AECB의 언허가 조건으로 관행화 되었던 

요컨들을 법령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기존의 협의형 규제 방식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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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명문화 추세는 과거의 규제관례들을 단순하게 

재확인하는 과정인 것이다. 이는 CANDU 원전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 규 
제 품질에 부응하며 또한 CANDU 3, CANDU 9 등 표준원전에 대한 인허가 
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특히， 중수로 원전 공 

급국인 캐나다의 가동 중 원전에서 발생된 고유의 안전성 현안 등에 대하여 

조속한 사전 대처 방안 강구가 필요하나 캐나다의 원자력 산업의 사양화로 

원자력 안전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여 안전성 현안에 대한 해결 전망이 불투 

명한 것이 우리나라 독자적인 중수로 원전 규제 기술 요건 체계화를 통한 

원전 규제기반 확보 착수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중수로 원전 심사와 검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중수로 안전 

규제는 기술적 능력과 현장 경험을 배양하였고 중수로 원전의 안전성 확보 

와 증진을 위한 현안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경수로 기반의 규제 

환경에서 중수로 원전 규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제 애로 사항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앞에서 도출된 중수로 원전의 안전현안들은 대부분 그 해결 

에 기술적 노력들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얻는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일상적인 중수로 원전 규제차원에서， 원전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해서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한다. 그 것들은 바로 안전 심사 지침 

서， 운영기술지침서， 검사지침서， 시험지침서， 성능 평가 지침서의 제정이다 .. 

경수로 기반의 규제 환경에서 중수로 규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두 노 

형간의 안전성 확보 개념 차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원전 일 

반설계기준을 <GDC) 잣대로 중수로 원전 설계를 검토해 보고 경수로 기반 
의 규제 체제에서 중수로 원전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수로의 인허가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된 

쟁점은 중수로의 안전성 적합 여부가 아니라 중수로를 우리나라의 경수로 

기반 규제 환경 속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기존 인허가 기준， 지침， 절차， 

관행， 규격의 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에 있다. 특히 중 

수로 규제 기준 정 립에 있어서 critical path에 놓인 것은 ASME 규격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설계 관련 기준들을 정립하는 것이다. 

현장 설문조사 결과 발전소 별로 각 분류 항목에 대한 응답 비중이 비슷 

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본 설문 조사의 선뢰성을 일단은 부여할 수가 

- 119 -



있다고 본다. 이 응답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기술적 현안에 대한 응답이 

25%정도임에 반해 규제 언력， 규제 관행， 규제 제도 같은 현행 규제 체제에 

대한 문제점 제시가 75%로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현장 근무자들은 이용률 

에 직결되는 기술적 현안들을 규제 기준의 제정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주 

로 규제기관의 기술적 판단 하에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사업자의 대안을， 수 

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었다. 현행 경수로 기반의 규제 체제에서 규제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는 기대하던 대로이며 이는 제도， 기술 기준 정비 등 중장 

기적인 접근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규제 관행에 대한 불만은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규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야기된 것이 대부분이므 

로 제도의 청비로만은 풀기가 어려우며 상호 이해의 기반 조성이 절실한 문 

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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