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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명연장올 위한 절차적 요건 개발 

n.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수명 관리는 전세계 원자력계의 주요 현안이며， 흑혀 

최초의 썰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연장 운전 여부률 결청하기 위한 합리적 기술 

적 • 제도적 요건들의 도출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고리 1호기의 최초 껄계 수 

명이 200엉년에 만료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명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 

련되어 있지 않온 상태여서 광범위한 현황 분책 및 합리적 방안의 도출이 더욱 시급 

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기술협회〉에서는 H뾰년도와 2(XX)년도에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한 과제를 수행하여 국내외 현황올 분석하고 핵심적인 기술적 및 제도적 

고려사항들을 도출한 바 있다. 그 후속 연구로서 구채척인 절차적 요건의 개발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분석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적 

요건 개발” 연구룰 수행하게 되었다. 

111.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는 다음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GALL report에서 제시된 techni떠1 issues 분석 

2) 국내의 정기검사제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에서 수명연장과 관련된 요소 분석 

3) Oconee 및 CalVI앙t-Cliff 원전의 수명연장 인허가 시 제기된 중요 현안 도출 

4) 능동 SSC 의 수명연장 인허가를 위한 PSA 활용방안 도출 

5) 수명연장관련 법적인 보완사항 도출 



m 향후연구방향도출 

IV. 연구 개발 결과 

1) 훤전 수명연장올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을 정리하였다. 최신 기술정보로서 GAIL 
report, 현행 국내 제도로서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9조의 정기검사제도 그리고 최 

근 시행이 확정된 정기검사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기술적 고려사항올 살펴보았다. 

2) C려.vert Cliffs 1&2 호기와 Oconee 1. 2 & 3 호기의 운영허가 갱신 신청서에 대 

한 NRC 의 안전성 명가보고서 (Safety E.va1uation R멸x>rt; SER)률 분석하여 여 

기에서 제기된 기술척 이슈들올 검토하였다. 

3) 원전 수명연장 평가에 PSA롤 활용하는 가능성과 활용도에 대하여 간략혀 살펴 

보고 다음 연도에 수행되어야 할 연구내용을 살펴보았다. 

4) 수명 연장올 제도화하는데 있어셔 고려해야 할 법채도적 검토롤 종합적으로 수 

행하여 원전의 수명연장 운전올 위한 원자력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안을 제시하 

였다. 

IV.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는 수명연장관련 제도를 제정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및 제도적 고려사항 

에 대한 중간단계 연구이다.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당 

해연도 연구 결과는 국내 원전의 수명 연장과 관련한 합리적인 절차적 요건올 제시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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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암'Ocedura1 Req띠rements for Ufe Extension of Nuclear 

Power P1ants 

11.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닮fe management of operating lifetimes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is a subject of prime interests. As the design life of 암\e first nuclear power 

plant will be ended in 2008, an appropriate procedure for the design life 

re-assessment or lifetime extension is necess하Y in Korea. 

π\e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develop procedur떠 requirement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regu1ation of lifetime management or life extension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π\e scope of this pr이ect is as follows: 

a) Analy얼s of te강mica1 issues in the GALL report 

비 Analysis of elements of domestic PSR and periodic 뾰야ction， which 

are relevant to NPP life extension 

c) Derivation of technica1 issues raised during 잃fety eva1uation of the 

lic밍\se renewa1 applica닙ons for Oconee and C하vert-Cliff NPPs 

d) Derivation of PSA usage in active components’ life ext앉\Sion 

e) Derivation of req띠rements from the vie‘ψ따\t of laws and regu1ations 

f) Derivation of further work necess값y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a) Technica1 issues relevant to life extension of NPP were inves납gated. π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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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 report, domestic PSR and peri어ic 빼pection rules were reviewed. 

b) Technical issues appearing in the 앓fety evaluation reports related to 

lic얹lSe renewal of Calvert Oiffs 1&2 and Oconee 1,2&3 NPPs were 

re껴ewed. 

c) 만e파미nary study on PSA 밟a뿜 in NPP life extension assessment was 

P않formed and further works W eI’'e su잃ested. 

d) ’The environment of rul않 and regulations was analyzed from the 

vie'‘ψoint of pl하\t life extension. Two altematives are su앓몇sted to 

revise the current domestic nuclear acts. 

π\e res피ts of the prl않ent work will be I번nforced in the next year and 

will pro껴de the 뼈sis for procedural 원stem for life extension of nuclear 

power plan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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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부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수단으로 원 

자력 발전의 이용올 확대하여 왔다. 그 결과 2001년말 현재 1671의 원전이 상업 운 

전 중이고， 4기가 건껄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 동안 국 

내 원자력발전소(원전)들은 안전성， 경제성 관점에서 우수한 실적율 보여왔다. 원자 

력 발전온 2(XX)년 국내 전력 수요의 40.90-1)률 담당하였으며 현재 원자력 발전량 규 

모는 세계 6위권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국내의 가동 중 원전의 수 및 운전년수가 중가함에 따라， 가동 중 원전의 

안전 관리가 핵심적인 안전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친 타당성 

연구와 논의 끝에 가동충 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명가(PSR)의 도입이 확정되었 

고 2(XX)년부터 고리 1호기에 대해 시법 적용되고 있다. 또한 최초의 껄계 수명이 

30년 또는 40년인 원전돌에 대해 운전 연한파 허용 안천 수준올 어떻게 젤정할 것인 

가가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미 시행이 확정된 주기척 안전성명가 그리 

고 원자력법에 의한 정기검사 제도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기흔 원전의 셀계수명 초과운전의 허용은 외국에셔도 중요한 현안이며， 효율적인 

수명 관리 및 안전성 명가와 관련한 인허가 • 경제성 • 기술적 측면의 현안들올 해결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명확한 허가기간을 갖는 

운영허가를 발급하고 20년 단위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미 Oconee 

Nuclear Station (ONS) Units 1. 2. & 3. C외V앉t Cliff Nuclear Power Plants 

(CCNPP) Units 1 & 2, Arkansas Nucl않r One unit 1, 둥이 현행 40년 운영허가 

종료 이후 20년의 연장운전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고 Edwin I. Hatch Nuclear 

Plant, Units 1 and 2, McGuire Nuclear Station, Units 1 & 2, Catawba Nuclear 

Station, Units 1 & 2, North Anna Power Station, Units 1 & 2, Surry Power 

Station, Units 1 & 2, Peach Bottom Nuclear Plant, Units 2 & 3, Turkey Point 

Nucl않r Plant. Units 3 & 4 둥에 대한 운영허가 갱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명확한 운영허가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기 



적안전생 명가， 정기 검사 둥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계속 운전올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l호기의 최초 셜계 수명이 2008 

년도에 만료되므로， 국내 규제체계와 관행을 고려하여 수명 연장 또는 설계수명 재 

명가와 관련한 최적의 규제 방안올 시급히 모색해야만 한다. 국내에서는 안전성이 

확인되는 원전의 최초 껄계수명 초과 운전 펼요성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기술척 

인 내용들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었으나， 구체적인 절차 및 기술 기준 동에 대 

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며， 원자력계 내부에서조차 핵심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청이다. 예률 들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셜계 수명을 운영허가 기간으 

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의 연장 훈전 

타당성올 명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적절한 기술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 

견이 폰재한다. 이러한 현실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원전 운영 기간에 대한 오혜 

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초의 건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느 시껄이든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는데 

도 불구하고 최초의 셜계수명 만큼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척이지 못하다. 규 

제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껄계수명 이상 운전 허용 여부률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야 하며， 운영자는 요구되는 안전성의 확보 가능 여부와 경제성， 전력 수요 퉁올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운전 여부률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전 수명 연장 

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적 요건이 도출되어 가동중인 완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연 

장운전될 수 있다면， 신규 원전 건셜에 대한 부담올 경감시키고 발전원가를 낮추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한 규제 요건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적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들이 마련되어 투 

명하게 제시되어야만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 및 사회적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 각국들은 고유의 규제 체계 및 관행에 맞는 수명 

관련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수명관리 제도화 방안 및 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해왔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나름대로 고라 l호기의 수명 관리 연구를 수행해 왔다. 

。‘ 



또한 주기적 안전성 명가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도 수명 연장과의 연계 문제에 대한 

토론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기술협회〉에서는 1999년도에 원전 수명 연장과 관 

련한 제도적 기술적 고려사항과 관련한 과제률 수행하여 국내외 현황올 분석하고 핵 

심적인 고려사항돌올 도출한 바 있다. 그 후속 연구로서 구체적인 절차적 요건의 

개발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분석이 요구되어， 2000년도에는 세계 주요 국가의 수명 

관리 규제 현황 분석， 수명연장의 제도화 및 인허가 기준 셜정， 수명연장올 위한 개 

발대상 규재요건의 껄청， 수명연장관련 법적인 보완사항 도출 동에 대하여 연구률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계속연구로서 수명연장 관련 법적인 보완사항 

의 도출 및 개정방향을 껄정하고 수명연장에 관련되는 기술적 이슈롤 도출 

하며， 수명연장 인허가 시 PSA 의 활용방안올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 

게 되었다. 

재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명연장 관련 법적인 보완사항 도출 및 재정방향 셜정 

2) 수명연장 시 관련되는 기술적 이슈 도출 

3) 수명연장 인허가 시 PSA 활용방안 도출 

4) 향후 연구 방향 도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선행 과제에서 분석된 각국의 수명연장관련 규제요건， 현행 인허가기반 동에 대 

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한다. 

2) 법적 보완사향을 도출함에 있어서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그리고 원자력법에 의 

한 정기검사와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3) GALL Report 등 수명연장 관련 문서에서 제기된 technical issue를 규명 

하고 Oconee 원전 및 Calvert-Cliff 원전의 수명연장 인허가 시 제기된 

-? 

니
 

-



중요 현안올 도출하고 비교한다. 

4) 수명연장 관점에서 규제대상 능동 SSC 선정 및 능동 SSC 의 수명연장 

인허가를 위한 PSA 활용방안올 도출한다. 
5) 원전 수명 연장올 위한 절차적 요건은 단시일 내에 수립되기 어려우므로， 기본 

원칙부터 논의하는 단계별 접근 방법올 채태한다. 

6) 본 과제의 수행은 원자력 기계 법학 분야률 망라한 연구진이 3 분야(인허가기준 

셜정， 개발대상 규제 요건 껄정， 법적 보완사항 도출)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서로 

연계성이 매우 많으므로 수시로 연구진 토의롤 가진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술원의 관련 요원들 한전 및 산업계 관련 전 

문가들과 많은 의견 교환을 했으며， 해외 자문도 척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4 -



제 2 장 수명연장을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국내 안전 규제 제도와 관행 및 기술은 그 동안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올 거듭 

해 왔다. 안전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된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달리， 국내 원전 

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전되면서 국가 경제애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선 

진국 제도률 받아들이고 관련 기술을 익히면서 이행되어 온 안전 규제가 크게 기여 

하였다. 그러나 수명연장에 관한 제도는 필요성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합의도 이루 

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새로운 제도롤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존 제도들과의 조화 그리고 상호활용율 통해서 규제업무의 효율성 

올 척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었다. 이러한 첨을 고려할 때， 수명연장파 판련된 국제 

적인 최신 정보와 함께 국내의 기존 제도 그리고 앞으로 시행예정인 신규 제도들과 

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수명연장파 관련된 기술적 고려사항율 

살펴보고자 한다. 최신 기술정보로서 GAIL rl뼈π， 현행 국내 제도로서 원자력법시 

행규칙 제19조의 정기검사제도 그리고 최근 시행이 확정된 정기검사제도를 검토하여 

이들이 포함하고 있는 기술적 고려사항올 살펴본다. 

제 1 절 GALL report 펑가대상 항목 

1. GALL report 작성 배 경 및 활용 

Nuclear Energy Institute (NEI) 는 1앉뤘년 3월 3일자로 NRC 에 보낸 편지에서 

현재 발전소에서 시행중인 기존의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운영허가 갱신에 어떻게 활 

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자력 산업계의 관점을 문서화하였다. NRC staff 은 1999년 

6월 SECY -99-148, "Credit for Existing Programs for License Renewa1"을 발간하 

여 기존 프로그램을 신뢰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설명하고， 운영 

허가 갱신 절차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믿는 한 가지 방안을 추천하였다. 위원회 

는 1999년 8월 7J일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SRM)을 발행하여 s떠ff 의 

추천을 숭인하고 staff 들로 하여금 기존 프로그램들이 운영허가 갱신을 위해서 개선 

-R 
J 
V 

-



되어 야 하는 분야에 대한 Safety Re찌ew Plan for License Renewal (SRP-I요) 의 

staff review guidance 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Staff 은 일반적인 기존 프로그랩에 대 

한 평가결과를 분서화한 Generic Aging Lessons μamed (GALL) Repoπ를 개발하 

였다'. GAIL report 는 발전소의 경년열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인 

NUREG/CR-6400, ’'Nud않r Power Plant Generic Aging Les따1S Leamed (G와L)" 

를 바탕으로 정년열화 관리프로그햄의 적절성 명가에 대한 정보률 확장하여 만들어 

졌다. NUR않CR-6400 는 Nucl않 Plant Aging Res않rch (NPAR) 보고서， 

NUMARC (현， NE!) 보고서， Lio앉see ev，없t repoπs (æRs), infonnation notices, 

gen려c 1，안없， bulle마1S 둥 %여 재의 자료에 나온 정보훌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 

고서이다'. GALL 많~rt 는 발전소를 이루고 었는 각 계통·기기·구조물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이들애 대환 경년열화 판리 프로그랩을 명가하고 또한 기존의 판리프로그 

햄이 적절한지 혹온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롤 결정하는데 기준이 된 기술 

적 기초들을 셜명하고 었다. 

GAIL report 는 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열온 “Itern", "Structure and/or 

Component", ''Ma뼈al”， ’''En찌ronn동nt"， "Aging EffecνMech때srn"， "않lng 

뼈nagement pt맹rarn (AMP)", ’'Fwth얹. Evaluation"을 나타내고 있다. 특정의 구조 

및 기기에 대한 어떠한 경년열화 영향올 관리하는 각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랩 (AMP) 

의 적정성 명가는 아래 10 가지의 프로그랩 요소에 대한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이루 

어졌다. 

요소 

(1) 프로그랩의 범위 

(2) 방지 행위 

설명 

프로그램의 범위는 경년열화 관리 대상이 되는 특정 

구조물 및 기기를 포함해야 한다. 

방지 행위는 적용가능 경년열화 영향을 완화시키거 

나 방지해야 한다. 

(3) 감시 혹은 검사 인자 감시 혹은 검사 인자는 특정 구조물이 및 기기의 의 

도된 작동에 대한 경년열화 영향과 연계되어야 한다. 

(4) 경년열화 영향의 탐지 경년열화 영향은 구조물이 및 기기의 의도된 기능이 

상실되기 전에 탐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년열화 

영향이 적시에 탐지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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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시와 경향 

(6) 허용기준 

(7) 교정행위 

(8) 확인절차 

(9) 관리상의 제어 

(10) 운영경험 

법/기술， 빈도， 시료 크기， 데이터 수집， 그리고 검사 

시기와 같은 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감시와 경향은 경년열화 영향의 크기에 대한 예측， 

적시의 교정 및 완화 행위를 제공해야 한다. 

허용기준은 연장운전 기간 중에도 모든 현행인허가 

기 반 (cuπent licensing basis; CLB) 셀계조건 하에 

서 특정 구조물 및 기기의 의도된 기능이 유지됩율 

보장해야 한다. 

근본 원인 결정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교정행위는 

시기적절해야 한다. 

확인절차는 방지행위가 적철하고 적절한 교정행위가 

완료되어 효과적엄올 확실하게 해야 한다. 

관리상의 제어는 공식척검토와 승인절차률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랩올 향상시키거나 프로그램올 추가하도록 했 

던 과거의 교정행위률 포함하여 경년열화관리 프로 

그랩과 관련된 운영경험은 경년열화 영향이 적절히 

관리되어 연장운전 기간에도 구조물 및 기기의 의도 

된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는 객관적 중거를 제공해야 

한다. 

위와 같은 평가에 기초하여 프로그랩이 특정 구조물 및 기기에 대한 어떤 경년열 

화 영향을 관리하는데 적절하다고 결정되면 운영허가 갱신을 위하여 staff 이 보다 

깊은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을 “F따단ler Evaluation" 열에 나타내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taff 이 집중하여 검토할 영역을 추천하고 있다. 

GALL report 는 SRP-LP에서 참조되어 기존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기 

초로서 사용된다. GALL report 는 SRP-LR 에 대한 기술적 기저로서 staff 에게 운 

영허가 갱신 신청을 검토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중된 

보고서와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운영허가 갱신 신청서는 신청자의 발전소에서 운영 

되는 프로그램이 GALL report에서 검토되어 인증된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st따f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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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융융 충명하기 위혜 GALL report톨 왕조힐 수 잊다. 신챙 

자가 G따Lr률x:a1: 에 있는 내용융 활용한다연，'11"견소외 프로그램이 창조흰 GAlL 

프로그램외 모픈 요소훌 포항하고 있용융 보장하는 것용 신청자에개 쩍염이
 있마. 

GAIL report 는 용영허가 갱신을 쩌한 갱녕영화 영향융 판리하는 수용가농한 방법 

충 한 가져톨 당고있는 것이다 신청자는 용영허가 갱신 신청셔예 대한 검
토를 해예 

다톨 대안흩 져안양 수도 있다. 운영허가 갱션 션갱시 GALL Iej;πt톨 사용하는 것 

이 요구희는 것용 아니지만， 이톨 사용함으로써 신청자가 웅영허가 갱신
 선갱셔 

(Liænse Renew허 A띠ication; 대Al를 출배하논 것확 NRC 효뼈 아 찌시간에 그리 

고 향상 흉영한 표훈으료 검토하는 혜 연려하도혹 안룰 것이다 또한， 없
LLr훌x:a1: 

는 훌영허가 갱신융 뀌한 구조률 몇 기기의 엉휘를 갱하고 았져 많다. 명
쩌는 방천 

소 고휴의 것으로 양갱소외 셜찌와 현앵언혀가기저 (CIBl에 따라 당라갱
 수 있마. 

어떠한 구조를이나 기기가 G따L report 에 포함획에 와다고 예셔 야 륙갱의 구죠를 

혹은 기기가 모톨 방건소외 운영허가 갱신 검토앵위 앙에 었다는 것융 의며
하져논 

않는다. 방며로， 어떠한 구죠률이나 기기가 GALL report 에 포함되어 있져 양다고 

혜셔 이 륙갱외 구초률 혹용 기기가 어떠한 양견소에셔도 웅영허가 갱
신 검토범위 

안에 톨어 있지 않다논 것융 외미하지는 않는다 

2. G.와..L report 내용 

GAILr혹x:a1: 는 두 개의 찍으로 이루어져 있다. VoI. 2 에셔는 NRC staff 의 총 

훌객인 명가톨 표로 갱리한 내용융 당고 었으며 V빼lIIle 1 얘셔는 이에 대한 요약갱 

리 내용율 담고 ~다 이 보고서에 당겨있는 항옥률용 다융파 갈이 주제옐
로 나뉘어 

져 있다 

Il. Containment SIructures 

ID. C벼ss 1 SIructures ar피 cor찌JOI1ent Su:αJOrtS 

N .Al. Rε!CtorVess리 (BW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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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2. Reactor V，엉생 (PWR) 

N .Bl. Reactor Ves뼈 Inærnals (BVI쩌j 

N .B2. Reactor V .... 하 Interr빼. (PWR) - Wes빼양빼JSe 

N.B3. Reactor Vess머 In보n빼S α깨뻐) - coo!bust뼈1 앙뻐lleeI빼 

N .B4.‘ Reactor V，없잉 Intem피. (PWR) - Bobcock & Wdcox 

N.Cl. Reactor C빼ant pressme Bour녕ary (BWR) 

N.C2. Reactor Q뻐ant System and corτlOCted Lines (PWR) 

N Dl Steam Generator (Re마'CUIaIing) 

N .D2. Ste뼈I 않e히nr (Once-throt때j 

VA COnIaiωii 힐'B.Y s1*m (PWR) 

V.B. SI훌녕by Gas 'I야abtøIt system (BWR) 

V.C. G>nIIùrnnent k쩌atim Cql1lain 

VDl Emer뺑lCY core COOIing 양stem α'WR) 

V.D2. 당_' core COOIir흩 System (BWR) 

V.E. carbon SteeI ec:.n-R l!s 

VlA EIeCtr뼈I C하뼈 g펴 CaII\e(쳐oos Not: su버ect to 10 CFR 없.49 

Environmes없ùQU떠ifiαdim R빼mernellts 

V1.B. 뻐띠πnent S1i벼ect to 10 αR 50.49 당1얘'OIIIIIOIlt외 Qu왜ific앙빼1 

R여뼈'f!llI!I1ts 

vn.Al. New Fuel Storage 

vn.A2. Spent FUeI Storage 

vn.A3. Spent Fu터 PooIQ뼈ing and 0 .. 뼈lP (PWR) 

vn.A4. Spent Fl삐 Pool COO피111 밍1(\ αeanup (BWR) 

vn.A5. S띠:çression Pool αeanup SYl짧n (BWR) 

V1lB. Overhead Heavy Load aI엉 U밍rt Load (R외없rl to R빼j려ing) 

H없예ing Systems 

vn.C!. üpen-{;ycle Q뼈ing Water System (Service W.ter Syste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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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l.C2. C!osed-{앙cle α빼ing Water System 

Vll.ca U1timate Heat sink 

Vll.n cænpressed Air Sy8tem 

Vll.El chemic외 &퍼 Volume contr며 S뾰tem (PWR) 

Vll.E2. Star퍼byl찌l뼈 Contr머 S안lIem 떠WR) 

Vll.E3. Reactor Water CIeamφ System 

VllE4. Shutdown COOIing System (αde .. BWR) 

Vß.Fl contr어 Room Area V'"펴I빼on Sys야m 

Vll.F2. Au삐liaIy ar퍼 R화waste Area V'"빼빼뼈I System 

Vll.F3. prin헬y Ca뼈inment Area Ventila빼I System 

Vß.F4. Die엉 Generatxr Bl피dq Ventilalim system 

Vll.G. F\re pmtectím 

V따표 Diesel FUe\ oil S1"뼈n 

VDlI2. Emergency Diesel Ger-". Sy명-

VUl carbon S뼈 GIIlXlIII!IIts 

VIll.A Steam 까U뼈ne 양stem 

vm.Bl b뼈n Steam System α'WRl 

VIIlB2. h빼I Steam System (BWR) 

vm.C. ExtrnctiαI Steam S안뼈n 

vnrDl FeE었W없:er Systems (pWR) 

vm.D2. FeedVl쩌lter Sys뾰ms (BWR) 

vmE. CαJdensste System 

vm.F. Steam Generator 밍뼈down System (PWR) 

vm.G. Au회뻐π F .. 었water 어FW) System (PWR) 

vm.a Carbon Ste허 corrφαJeI\ts 

위의 항욕률은 집합척인 대행 계흥 벌로 나뒤어져 었다， 이률 계흥온 BWR 형 원 

천과 PWR 형 원션에 따라 다른 계릉도 있고 용용으로 적용되는 계흥도 었다 또한 

앤더얘 따라 각 계룡의 구생이나 명칭이 당라 질 수도 었다. 이툴 계홍의 각각온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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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찌흥의 구생으로 이루어져 잊으므로 위에 나영됨 혈에는 셰쭈 계흥툴이 나영되어 

있다'. G따LI학lOIt에셔 명가가 이후어진 이러한 세l옴채흥률 중에서 PWR 영 항션소 

에 찍용되논 계통톨에 대한 용혹융 표 2.1 얘 갱리하였다 핀천의 세부쩌홈흩용 다수 

외 기기 빛 구조률료 이루어져 있으며 GAIL report 에서는 아률 각각의 기기 및 구 

조톨융 구톨하여 갱리혀고 있다• GAIL Repcrt에 당져있논 NRC 양짧 외 갱토항북 

융 .. II 2.2 - 2.39 에 갱리하었다. 이 표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찌 시행충잉 갱기검 

사에서 초샤되는 항욕톨율 장이 나타내었다. 갱기검사 항욕에 대한 내용용 다혼 갱 

에셔 자에혀 설명한다. 표 2.2 - 2.39 에 나타냉 검토대상 기기 및 구조률톨용 각각 

에 대한 정년옐화용라프료그명이 깨방되어 훌리되고 있마. 각 기기 및 구조를에 대 

한 갱녕영화 기구 잊 。}에 예한 훌리프효그명 (AMP) 그리고 각 AMP 에 대한 

NRC staff 의 명가곁확를 표 2.4l - 2.45 에 갱리하월다- 표 2.40 - 2.45 논 GAIL 

I학lOIt에셔 검토한 갱년영화 훌라 프료그명 (AMP) 충 우리나라에셔 훌영충인 앙견 

소와 홈련원 항륙를만 방껴하여 갱랴한 갖이다. 표 2.40 - 2.45 외 6 깨논 않!P-LR 

의 T양JIe 3.1-1후터 3.6-1 까져의 표와 유사한 내용이다. 

G따LR양lOIt 에는 PWR ~BWR 에 척용희논 검토항육훌 찌시하고 있논대， 본 

보고셔예셔는 PWR 에안 쩍용획는 것를 혹용 PWR/BWR 공홈으호 잭용획는 항육톨 

융 나타내었다， 흑， BWR 에만 혜당하는 항혹률용 찌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 용영 

되고 있거나 건셜 충인 BWR 이 었기 예풀이다'. g;한， 충기밭생기외 정우 우리나라 

얘는 모두 U-tube 앵빼의 총기발생기안 사용되고 외으므로 0I1CIHhr0U링1 형석의 중 

기방생기에 대한 검토함육도 찌외하였고， 원자로외 정우 B와JCOCk & Wdoox 형 원자 

로가 국내에 없으므로 이 또한 쩨외하였다 

체 2 철 청기검사 대장 시설 

‘ 원자력명 찌z3조의2(검사)， 원자혁법시앵령 쩨42조(갱기검사)의 규갱에 따라， 원자 

로의 운영상황 또는 혹생융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판이 별도로 검사시기훌 

지정하는 정우훌 쩨외하고， 발갱용 원자로외 갱우예는 최초로 상업용전융 개 

시한 후 또는 캠사훌 밭용 후 20개월 이내에 정기검사훌 받아야 한다 이때 

정기검사는 정기청비 기간 또는 핵연료의 교채훌 위하여 원차로률 갱지한 

날부터 천출력(全버力)운전율 재개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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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훨자혁법 찌~외2(검사>， 원자력법시앵영 찌42조(정기검사)의 규갱에 따흩 

원자혁법시앵규칙 제19i죠(갱기검사)(2Xl1년 7월 25힐 재갱)에서 규청한 검사얘상시 

설용다용과잘다 

L 윈자효본쩨(액연료 포항) 

2 윈자로냉각계흉시셨 

3 쩨혹빛 찌어계흥시설 

4 찌연효를갱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셜 

5 땅사생빼기를의 빼기시성 

6 방시천완리시셜 

1 휠자료칙냥셔껄 

&영자료안견찌흥시생 

a 안갱훌현 천력풍급찌톰시셜 
10. 땅샤션비상대용시셜 

11 기타 원자로의 안견에 훌찌되는 시생 

위 검사대상시셜 충 9 항의 .안갱훌현 전력공급계흥시엉· 용 2XlO년 5월 ZI일 깨 

갱흰 필자력법시앵규찍에셔 ‘비상갱훨풍급계흥시컬’로 규정휩 것으료 2Xll년 7월 g 

영 게청될 것이다 위에 나옐한 각 시설명 검사대상파 셰후척언 검사항뱅용 >4 

학기슐후장판이 갱하며 현자로시성외 셜계상외 혹생으로 언하여 검사톨 받 

융 훨요가 없다고 와학기슐푸장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성에 대한 

검사를 설시하지 아니힐 수 잊다. 따라셔 우리나라얘셔 정기검사에셔 대상이 

되는 시셜용 옐전소얘 따라 당라철 수 있으며， 혐재 한국원자력안션기슐웬과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하여 각 원전외 혹생과 이혁이 반영되도혹 각 시설 

혈 검사대상파 세부쩍인 검사방법융 갱하고 있다. 창조훌 위하여 2XlO년 g월 

에 좌성된 고리원자혁1호기 재19차 갱기검사보고서(KINS/AR-100， Vol.8)에서 수앵 

원 각 시설명 째부 검사항목융 살회보연 다용과 갇다 

l 펀자호본체(핵연료 포항)(5) 

(i) 핵연료 건션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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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훌혁 노툴리시헝 

@훌혁충노훌리시헝 

@ 노내 충생자속 검훌기 이용팡 검사 

@ 원자로내부구조용 검사(제어흉 와전휴항상 청검) 

2 월자로냉각계용시셜 (6) 

<D 안천톰급 1,2, 3 기기 가풍중 검사{ISI) 

V 안갱풍급 1,2, 3 기기 및 지지대 가동충갱Al(JSI) 

• 앙천용급 1, 2, 3 기기의 비파괴 검사 

안갱흩급 기기외 지지대 육안 검사.: 0얼s 1(PZR, RC, CVc, 
없뾰 S!S), oass 2(RHE. MS. FW, PUMP), oass 3(S!S, cc, 
AF,SFl 

• 씬자로 자동 호용화검A}: SI빼 to FIar!ge fnlm S.씌 surface, 

0UtIet NOZZIe to SI엉1， Inner Radius sec뼈‘ Q빠et Næ영농 m 
Safe Er녕， Safe Er피 to Pipe 

• 임자로 내후 육안검사: RPV Jnæri<r SUrfaI홍(빠lIIIl surface, 

out\et 00εz1e)， RPV core StπJPOrt Ban퍼(CSB shrot피， lower 

oore 찌abξ oore 뼈1퍼/bel없e lI뻐dew왜， 혜연료 갱협핀) 

• 열피로 빼환외 초용파 검사: 원자로냉각찌찌용， 안전주업계용， 주 

급수계흥， 찬혈채거(없JR)채용. 화학 몇 셰혀제어 째홈(CVCS)의 

배판 

P 탄소캉배용 두찌 감육 혹갱. 안천흥급 한소장 배판 8찌소 

V 원자로냉각채계흥 다llSS over ù￥ 외 Pipe W매IlRes따int 간칙 혹갱 

p 취훌계통 손상 명가 및 교체작업 

@ 충기발생기 세판 와천류항상 검사 

@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정검 

@가압기 밸브 챔컴 

@ 원자로 냉각수 유량측갱 시험 

@ 현자로 냉각째 계풍 누설시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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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찌혹 및 찌어져톨셔셜 (9) 

<D 앵자로갱지찌룡 용당시간 혹갱 시험 

@ 공학척안천껄비 용답시간 혹갱 시험 

@ 제어용 낙하시간 혹갱 

@ 제어용 위치지시계흉 기능시험 

@ 핵져혹찌흉 기동영역 계영교갱 시엉 

@ 영자로냉각찌 져홈 용도계기계영 교갱 

<D RCS 파냉각여유도 지시계 신갤 

@ 충기말생기 협역수위 째기계영 ;;r.갱 

@지갱감시찌용쟁갱 

4. 액연료를갱의 취급시셜 빛 저장시셜 (2) 

<D 액연료 이총혈비 갱검 

@ 사용후액연료 져왕조 냉각 및 갱화계톰 챔검 

5. ~At생빼기용의 예기시성 (3) 

@ 빵사생예기융 판리시생 챔검 

(f) 환기계통 생놓시앵 갱검 

@수질팡리 갱검 

6. 방사션판리시셜 (2) 

@ 방사션판리 및 보건훌리 계획 갱검 

@ 앵사션 촉갱 및 감시계흥 청컵 

7. 원자로척납시설 (5) 

@ 격납건율 격려계흉 점검 

@ 척납건몰 살수계흥 정갱 

@ 칙납건물 가연성기채 제어계흥 점컵 

@강재 격냥건물 검경 

@ 격납건물 총합 누수융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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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자로안앤찌흥시셜 (4) 

@잔얼쩨거져홈 갱검 

<ID 액연료교환용수 저장명크 챔갱 

@보조급수찌톨 갱검 

@ 비상노성 냉각채륭 정검 

9. 안전판현 견력공급계톨시형 @ 

Q) 125v 혹갱져 및 총견기 생놓시혐 챔갱 

@ 저션압， 져주화수 계견기 찌영:ül갱 

@ 소내연압기 설비찌션 갱검 

@ 비상디킬방션기 생풍셔앵 

@ 비상디톨방션기 기찌찌톨 갱캠 

v 비상다톨양천기 연료유/훌훌유P톨각수 훌리 잊 갱검 확인 

V 비상디훌방견기 계흥의 ~수 갱검 확인 

• 앵천내￥후용: 생굉펴 에드， 홉 빼기 l혹 힐얻더 라이너， 피스톨 

잊 피스혼 링， 크영크 축， 기타 주요 후홈 

• 기동공기찌륭: 풍기압축기， 용기명크 내부， 빼환 및 옐브 

• 용를유 계흥: 융활유， 명프? 옹도조철 앨브 

• 냉각수 계흉: 냉각수， 명프， 옹도초갱 웰브 

• 연료유 채흉: 연홉이총명프， 연료펼터， 연효훈사명프 

• 에기가스 쩌흉: 'Iùrbocharger 

V 갱기보수기간층의 생농시협충 기계훈야의 생놓유지 확인 

10 빵사션비상대용시설 

@ 이는 고리원전 전쩨훌 위한 흉흉시생이며， 고리4호기 체12차 갱기검사 기 

간(200).7.16-200).9.14)얘 검새톨 실시하였으므로 채외횡. 

11 기타 원자로의 안션에 환계되는 시셜 (14) 

Q) 내친통급 1급 우조용 구조건전성 갱컴 

V 얀천관련 콘크리트 구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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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용후 핵연료 저장죠 누생갱겁 

V 기기냉각혜수 혜수빼환 갱검현황 검토 

p 전기땅석설비 유지판리현함 검토 

@기기냉각수계용갱검 

@ 기기냉각혜수찌흥 청검 

@명수냉각계톰 챔검 

G) 용기초확찌통 갱갱(기져훈야) 

@ 화학 및 체잭셰어 쩌톨 갱검 

(7) 찌어용 압축풍기 찌흥 챔검 

@확찌땅호째톨갱컴 

V 확찌보호계흥 공기앙짝기 잊 Dduge 엉브외환 갱검 

v 확찌보호찌흥 자퉁퉁확 갱보셔혐 

V 소화션 외훌 기놓 잊 갱명갱검 

P 화쩨방효명프 기놓시앵 

P 화채보호계톰 를브주기 시험 

P 화찌보효계흉 유로의 훌견 가능생 시헝 

v 격납용기 격리앵프 개예시혐 및 챔검 

V 소화상수계흥 스프링를러 예드 및 노훌껑검 

P 화찌보호 얼캄지기 동착시험 

V 화채 장지기 및 정보찌흉 

P 기타 확째항효찌륭: 비상확째방호장비， 화째방호계통 여과기， 방화용 

및 방화벅 판용후 

@주충기 차단앵브 갱검 

@주급수차단앵브정검 

@ 주중기 안천앨브 갱갱 

@ 안천 및 갑압앨브 개방압력 갤청치 껑검 

@ 안천퉁급 협프 빛 앨브 가흥중시헝 정컴 

@ 기계식/유압식 방진기 갱캠 

양셔 멸거한 갱기검사 대상항육 률 중에는 쌍당수가 GAlL Report 의 항목과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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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혹， 원자혁 월경소의 안천생에 영향융 주는 항욕률용 대￥용 검사항욕으로 지 

청되어 있는 것이다 예톨 률연， 환기계흥'. CVCS. 파뻐S， AFWS, c<x뼈nm51t 

뚱raylÌ빼aöon 양SIEmS 풍 다양한 계륭률이 동시에 양혹의 검사항욕으로 셜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냐 GAll R록XJrt 에셔는 원갱훌 구생하는 기기외 째료객 내구생에 

훌샘융 두고 있는 안연 정기검사는 기기의 생농에 판생융 두고 있다. 따라셔 예상 

기기가 영쳐하더라도 서로외 훌싱이 당라서 검샤의 내용이 다톨 경우가 대후톨이다. 

우리나라에셔 현째 시앵충인 ι갱기검사에서 조사펴는 항욕톨훌 GAlL Re!XJrt'에 당져 

있는 NRC staff 의 검토향육를파 배교하여 표 2.2 - 2.æ 에 나타내었다. 그러나. 

원자료냉각찌흥시셜에 대한 검사항륙에서 @ 안갱톰급 1,2, 3 기기 가동충 갱A}(]SI) 

충 ·앙견풍급 1, 2, 3 기기의 비확피 검사· 항욕용 검사톨 시'U!: 대상 기기톨 구껴 

칙으로 제시하져 않고 었어셔 비교에 포함시키지 뭇하였다-

제 3 철 주기척안천생명가 대장 시철 

1. 개요 

국내에서 웬천 생계 수영 찌명가 또는 수영 연창훌 위혜 객용훌 안정 기훈파 

구제쩍인 국내 찌도화 방안 수명을 위혜 받드시 고려빼야 할 사항용 찍근에 국내에 

제도가 도업되어 시벙 척용이 진행 중인 주기객 안견생 명7]{PSR) 찌도이다 PSR 

에셔는 기본쩍으로 101션 주기로 안전생훌 총합객으로 명가하고 그 절과에 따라 째촉 

운션 타당생이 확인되기 때문얘， 후톨쩍으로 설계 수명 채명가의 혹성을 져나고 있 

기 때문이다. 혹히 최초의 설계 수명에 잉악하여 수행되는 PSR의 경우， 법혀 • 제도 

쩍 록연융 제외한 기술척 판첨예셔는 셜째 수명 연장융 위한 안천성 재영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셔 원천 설계 수영 채I명가 채도는 필연적으로 주기척 안 

전생 명가 재도와 연계될 수밖에 없으며， 객용윌 안전 기준도 일관성융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연， 현재 재도화된 PSR이 설계 수영 재평가 재도로셔 훨요 충분한 역할융 합 

수 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여러 가지 세부 사항률이 논의되고 관련 문셔률이 규 

제기판과 발천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PSR 상셰 수행 지청 퉁이 확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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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상메이며， 고리 1효기에 대한 시법 객용이 마푸리되어야안 이혜 당사지툴외 팡법 

위한 의천 수혐융 거쳐 확갱를 수 있윷 것이기 예푼이다. 따라셔 수영 연장파 판련 

한 안견 기훈 및 찌도화 빵안융 단기간 내에 확갱하는 것용 가놓하지도 않고， 바항 

칙하지도 앓다'. p，;쩌 시범 객용이 내싱있계 수앵되고 합리척언 쩨도로 갱확훨 수 

있도륙 지씬하연서， 그와 조확톨 01톨 수 있는 방안융 셔간융 갖고 모색혜 나가는 

갯이 훨요하다. 무엿보다 국내외 혐실에 대한 갱확한 인식융 바땅으로 논의가 이루 

어지도혹 하연셔 단계쩍으로 항의 또는 용감대톨 이루어 나가논 것이 충요한 것으료 

훌단원다. 

국내예셔 도입 여'1-와 방식융 툴러써고 오랫흉안 논한이 옐어졌연 루기쩍안천 

생영7J{P!뼈 찌도는 :Dl1년 1월 깨갱 • 풍포딩 원자혁명에 도업딩으로쩌 획풍 확갱 

희었마. 이에 앞셔 l!m녕 12월예는 원자혁안갱뀌월회에셔 도업 시앵융 의곁한 바 

있으며， 한국천역풍사에셔는 3XX)년 7월 국내 척초와 휠견인 고리 1호기에 대한 시 

앵 척용에 확수한 바 있다 헨자력암갱위윈희 외절 샤항， 생자혁앵 (:m1년 l월 16잉 

개갱)， 쟁자혁업시앵영 (:Dl1년 7월 17일 재정)， 원자혁명시앵규칙 (:m1년 7월 25'일 

개갱) 홈을 총함척으로 고혀항 때， 국내에 도입원 R깅R 쩨도의 엑샘 특생용 다용확 

장이 .a.약될 수 있다 • 

• PSR용 10년 쭈기로 수영하희 오래핀 원션￥터 수앵 

, 기용객으료 국제원자력기구의 11개 안견 인자톨 명가 
, 씬천 운영자가 명기룰 수앵하고， 규제기판이 성사 
• 명가 컬과 빛 깨션조치 째획에 따라 쩨촉 운견 허용 여후 청청 

’ 영가 철파는 수명 연장 외사 철갱에 황용 (웬자력안견위원희) 
:ml년 7월 n얼 깨갱펀 시앵령에 따르면 PSR온 빼당 원자로시껄의 운영허가 

를 받온 날로부터 10년마다 실시하며 운영허가를 받온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융 평가기준일로 하여 명가기준일부터 1년 6월 이내얘 명가보고셔톨 찌훌토륙 

하고 있다. 또한 운영허가훌 받온 날로부터 이미 10년 이상 정과한 원자로시생의 

주기객 안전생형가는 ~년 말까지 과학기술부장판이 별도로 갱하는 일정얘 따라 

환료하도륙 갱하고 있다， 

2. PSR 얘셔의 검토대상 S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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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용 TMI-2 와 ChtmJbyl 웬견 사고외 후축초치흐 유업얘서 방견하여 뻐요A 
가 1!없년 국쩨쩍 지챔으로 방깐하였다 PSR 쩨도톨 이미 시앵충인 국가에서는 기 

흩척으로 IAEA 의 안천지칭융 따르연셔 자국외 요건， 국제기훈 및 환앵 퉁훌 고려 

하여 샤업자확 규져기판의 합외하에 자국외 상황에 객함한 수앵 법위 및 내용융 정 

하여 훌영하고 있다 국내에는 :m1년 1월 16힐 개청원 웬자혁법에 제g죠외308lU! 

é'J훌全흩’，.)이 신셜되고， :m1년 7월 n얻 게청원 윈자혁법시앵령에 제깡초외2 

(주기척 안천생명가외 시기 풍)， 쩌&초외3(주기척 안견생명가의 내용)， 찌@조 

외4주기객 앙견생앵가의 땅업 및 기준)가 션앵획었으며， :m1년 7월 2s영져로 개 

청원 윈자력엉시앵규;칙에서 찌1믿죠의2(주기혀 안천생횡가의 세후내용>， 쩌193':외$추 

기객 안갱생명가의 기춘)"01 신생희어 R깅R 제도의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냐 

:m1녕 12월 혐져 PSR 제도의 명가띠장이 되어야 하는 구조를·져흥·기기(앉;c)， 명 

가땅법， 영가보고셔의 명대 통 찌도시영융 위한 세후 져청이 끼발충이고 야칙 확청 

되어 았지 않용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주기쩍 안갱생영가 계도를 셰핵하져 않고 대신 이확 유사한 다른 제 

도톨이 얀없 찌도의 기풍융 대신하고 었다 록， 1oc:::F'1lro.34(b) 에셔는 S앓 가 생웅 

요건훌 안축하여 안천기능융 수앵할 수 었다는 혜씩 컬파를 FSAR 에 실융 것율 요 

구하고 영으며， 11lCFROO.71(e)에는 FSAR톨 주기척으로 껴신항 것율 요구하고 었다. 

따라셔 upda뼈 잃AR ClJFSAR) 는 륙갱 밭션소가 가져고 있논 sscs 와 그률의 
기놓에 훌련된 갱보를 가지고 었계 원다 이러한 상황에셔 NRC 논 calvert c1펴s 

1&깅 효기의 수명연장 용영허가 신챙셔톨 검토할 예 C따vert αffs U!:빼뼈 Fin퍼 

saf빼 AI빼sis Rl￥nt 훌 이용하였다 신혜명 퉁온 주기격안천생앵가 지청의 구생 

안으로서 두 가지톨 찌시하였다. 갯째는 IAEA 가 제시한 11 깨 안전인자훌 기본툴 

칙으로 하여 안견인자별로 장융 마현한다는 것이다- 률찌는 기존의 최총안천성풀씩 

보고서 (FS뼈)훌 기본으로 몰척융 구생하는 방안이다- 이툴용 이중 두 번째 안융 

추천하고 었는대 이얘 대한 근거로셔 다옹 네 가지 사항융 줄고 있다:00 웬전 셜계 

자， 운영자， 규재자 용히 FSAR 목차 및 구생얘 익숙하여 캡근생이 용이함，@ 
FSAR 에 분류원 제룡 구조몰·기기 촉에셔 안전인자훌 연계함으로써 각 계룡 구조 
율 기기의 성계 시부터외 운전이력융 째계쩍이고 혈판생 있게 명가할 수 있용，@ 

한국 고유외 PSR 구생체계 마련， CD 향후 수명연장 시 활용도가 높용， 한편， 이러한 

지청이 채헥월 경우， 원천외 순명연장올 위한 안천성 명가 대상 ssc 를용 PSR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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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가져고 있는 sscs 앵위 안에 있어야 항 것으로 활단핀다- 흑， 수명연장융 위한 

안전생명가 대상 sscs 는 FSAR 얘 나타난 sscs 의 얼푸훈이 외어야 한다‘ 
주기척안천생횡가 채도의 시행애 뭘요한 세부지챔옹 현재 한국원자혁안전기술핀 

에서 깨방중이다 따라서 PSR 껴도 시앵에 필요한 세후져챔이 확갱되연 PSR 재도 

에셔 검토대상으로 지갱원 ssc 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반영찍어야 한다 

- 20 -



표 2.1 GAlL Report 에서 명가원 PWR 항전소 찌용 

s,..æm secticn in GALL 

Itm벼iary.피 I여_ ... _- Vl.F2 

Aux퍼trt bUikiJ1ø. dieSeI ...... αr lXliI<inIr. ‘·d‘·oIe bui뻐“ 
- bui뻐’‘ swi벼_ ..... ι .... 뻐trt &*“ig _ .... 훌 IUAI 

I녕 뼈1lty/JliPlw ..... 빼 

CarIm *",,,.,.,ald3 V.E. VIIJ.WI.H 

a-t쟁de __ "-<'-π ·α퍼 .. _ ....... l VlI.C2 

a“μAenI -
씨B 

al ... ~sedair 빼 ..... VlLD 

caxn윷 ...... 
IH.A7 

c..퍼g‘a~- 이l’E 

&뼈’에f빠gIt 빼빠빼 빼빼 .. 훌 없뼈홉1톨 I빼를IrlI 홉훌훌 III.AA 

Q lIIb@,.,t 싸_0a‘1 .... ts (ClI“‘- lSOIaIim _fIir V.C 
ÎI\-OCqlO 펴，..... ... admesstd m ~.IV. W. ar엉 VIO 

CaIIId rooov1>ui냥쩌 IHAl 

C야 .... "빠n 앓를.v를펴빼빼ln 월힐훌n VII.Fl 

Ilemine빼zed water mB뻐lþ 
샤~ In scoøe 01 

10 CFR !Ð.54 

DieSeI fUeI 예 - VlI.H’ 

DieSeI m_bUiIW‘ 뼈-며- vuμ 

웹eCIriC삐 웰llIXlg .. VI.A,B 

~ 이 .... g<JIeraIOr 양 ...... VH.H2 

Extmctim .-n 잉 ..... VlllC 

FeedwlIteI" system VlII.D2,D’ 

FIre π'"'"뼈1 
VlI.G 

R퍼 S에쩍'" faCiIitY 잉녕 1빼JeIjng can에 111)딩 

Heating ar‘h""미atioo system VlI.Fl.F2.염.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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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G찌.L R혹lOrt 에셔 명가펀 PWR 방천소 계용 (껴축) 

System section in GAIL 

Main-. 양영"'" VlII.B2,B1 

New .. 퍼 _ñ닐 -엌1" W내l，A2 

()Pen-qtIe α에 ... - 원stem (..mce __ 피 VlI.Cl 

0VøIIeÓiI heaYY Iood ar엉 ιghtlo뼈 h닙lIIOd to refudina) κI빼g VII.B 
.,.....,. 

_.녕 lIIIIliæY -
Not lnocopeå 
10 C태및잊 

- gg‘ ina- _ .. 찌 R’ IDOi'" 양stem VlI.F3 

RefUrlØ‘amaI IH.AS 

월_1<님 POOI-.피 -.. VlI.A3,A4 

잉 ... turtinesystem ”’I.A 
S야닙 .... DI뼈 

lJItimIIIe _ 굶t 씨1.C3 

WaI ...... '"lIrOI _(ea. Intake_"，빼l1II-. 뼈 DI.A6 _rø‘” 
Aa:un펴 .... V.Dl 

Auxiliary adwma 양stem 끼II.G 

a..JicaI .. 퍼 vdumecontrolsystem VlI.El 

Ca!ilUStibIe ... ccntr며 (oor뼈'""'" 뻐 COntrOI) V.EI 

Ca￠뼈 ... it 훨- 양$훌n VA 

a야 ......... 

c...crete αm뼈""""ts IIAI 
StEd ""뼈mnents 1I.A2 
COmnK>l oorrφooents 1I.A3 

COOIant st<rage!n펴뼈ingw톨ter system V.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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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GAlL Report 에셔 영7앤 PWR 빨천소 계륭 (쩨속) 

S .. , .... sectian in GAIι 

α ... tIOO녕 양빼n (see accum뻐 ... 아 _ ÌI\Ì<<Öm 아*피 VDl 

I빼.-- _ ÌI\Ì<<Öm V.Ol 

ÜIIeII"_.잉 vdume CXlIIIrd _ VDl 

10rπ*，nr SaIetY inj<dicln V.Ol 

잉lieId bl피&엔 
삐Al 

-- 양SI<m and '""'"ctod _ (up ., ar퍼 inch찌ing 

tbe """"에 - 빼ve): 
<lmi<j I피 V빼 .... CXlIIIrd 양SI<m N‘.C2 

OIre ßood_ 1V.C2 
Dnina"' __ 1V.C2 

- ...... s .... inj<dicln -
1V.C2 

la’ ‘i .... R iI\i<Ctim 
1V.C2 

&여빼 heat ，.".，빼 <r _ c:ociing 1V.C2 

않f<ty빼edim 
1V.C2 

S-I때-
1V.C2 

--- αasuriza-. preasmiær 1닐leI 야i‘ 1V.C2 

훌111 밟 ... aass I 영회I훌뺑I훌훌 

R<octπvessel 
1V.C2 _vessel_ 

N없B3.B4 

R뼈d패 ’"'" ....，빼 @ 에\u벼 ..... c:ociing V‘01 

safety ioiectioo tanks V.Ol 

Steameener혀nr blo-.m_ VlI’F 

년뻗띤얻 ....... 
1V.D1.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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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GALL 

II.A 

Il.AI 

IlAI.’ 
ι"12 

ι .. 1.3 

lI.A2 

M2.1 
llA22 

lI.A3 

...,.’ 
llA32 

‘A33 

표 2.2 GAlL 1양lOIt 검토항륙 욕륙 

11. containment structures 

~ 

..... ‘Ued __ (I깨뼈) .... &i’‘-
c-빼룰 ~‘-..... 빼 ‘i빼 ..... “ 01 II1II p‘an‘ g 

c..a... ......... 
Sted ......... 

, ....... 
S빼 .. ,.‘I ‘ -.............. 
c..a..._ 
g--.a뻐뭘야를빠흩 

F톨윌I홉뻐i 찌없 .... 톨‘ .... 얼ob빼 .... 톨d 쩨*-;‘.at -헤 
-ι 

F홉홉l .. i 없썼:k ond.q ... ti 뼈뼈i 

a‘ .... 빼 ... ‘ ond .. 빼-- ‘i싸;，‘ --녕 
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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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GALL report 검토항욕 욕혹 

ill. CJaSS 1 Structures and component SU]야lOrtS 

-- ~ 
경기갱AI PSR 

;. GAlL 갱l엉욕 엉"9륙 

nu. a.. l ......... 

nu.’ 
GnIooI l"'- (BWR.-_1 PWR 피 ..... 

baildioa: •• 펴 --ψ ’ 

1l.At.1 앓얼윌t 생a""*훌 

1lA12 --삐A’.3 
_ ..... 
~3 @i찌j ‘ ik7 ........ __ --

lIIA3 
k빼 ... ‘ m댈*톨 .... 빼룹!&tk 힐RI힐ia m.톨 힐빠훨킴m에톨ι 룰.& .... 
π삐@ 훌훌웰훌y 뻐 .... m힐I 홈-lk 톨D 

띠iIIt>/PoIno _님’) 

11A3.1 
c;."".,. _ 

l1J\압 ‘"'-‘a 
... 없 ‘""""w혀Js 

1II.A‘ 월빼0 4 빼-κ· <-n .... , ... 뼈톨I빠 빼훌용 •• ‘ 
g며-，eIUdå‘ ... 피) 

... ‘’ α"..，..，.-
μ4.2 --
IU잉 Group 5 양 ..... 홉 빼I넬 훌야빠 .. 윌뼈t:J. ，날i빼. 빼삐삐 

..... , c;."".,. _뼈 

• .AS2 --ιs 

1IA53 ’""""" WalI. 
11I.A6 Gmup 6 atruc'뼈_(w‘~-버 ......... ’ 
UI.A6.1 c;."".,. ........ 

II.AS2 sμ닙 잉"""''' 

"A6.3 k없"""" w빼1. 

111‘쩌4 E밟h<n w없" oontt버 짧 ... 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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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GAlL I훌)()rt 검토항육 육욕 

m. CIaSS 1 Stn뼈lreS and~S띠JPOrtS (찌축) 

1ImI_ 
Deocr엉빠1 

정기검사 PSR 
bo GAlL 갱호*를 갱l앙륙 J 

lIIA7 _7'" ....... -D_> 
1lA7.1 CanIfttO eIOrm”@ 

1lA72 빼a빠 려&I*빼빼 

lIU8 _8_ ‘ ..... ‘매아i 
1108.1 a빼윗빼e 냉 ... ai훌 

lI.AII2 @혀 ........ 

ILB c-삐 .. 예i 힐빼-
IILBI -,, "'ASMB 야_.‘ 
Jl81.’ forA잉매!doosl 야 .... - “ @@t“ 。

a.B1.I .1 - 떠a"'"* --a-‘ --&l@ 
.. bUiI<Ir‘-

。

훌훌1.12 빼oh-o ..... 엉.'"빼~for Nl뚫S ... 빼‘il"" 。

빠B1.1.3 
cco‘1I1t/nriabIe1oad __ ‘ ..... “ q“ a ‘ 。

힐I융홈힐 &획 .. 써야빠-힐 ，월.- 빼야빼 .. 

범.81.’A 
뼈&‘ cc:n::rde at locadons rt expnsim ‘피 lIIOIIIOd """'"‘ 。.......... for __ 야 .... 

IIIBt2 sup따1$ fcr ASME dass 2 81'펴 3 Ii:ri:며 I피 "'"，아10IIts 。

빠BI.2. 1 
sup따tmgbeS; w야lo， bolt펴 """뼈g‘ ....... "'"‘lg 

。

.. -‘....,... 

IIBI22 
~Ioad ___ 잉 잉""" .-

。

...-‘ &펴 .. -- 찌b‘..， 1뻐 .... 

빼‘.812.3 
a피dng a:n::me at Iocations m elφ __ ond lIIOIIIOd """"'" 
...... 야ds !or 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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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GAlL I학JOrt 검토혐욕 옥륙 

m. CIaSS 1 앓1뼈JreS and α뼈xment s따~(채속) 

-- ~ 
'11기갱샤 PSR 

m G.All‘ 갱표앙욕 갱 •• 욕 

III.B! 
i--Ior .. 삐 • ...,‘ _.‘ BVAC_ .... -. 
빼톨-t 빼야메톨 톨od 홉톨 ... ASI훌 야야 .. 톨od ‘*훌 ..... ;-

빼.82.1 
훌- ... nI빼.:w빼휠 뼈뼈 없￥$빼ig· 톨힐따t .da훌훌 m --

w= 
훌빼훌훌 뼈"'"빼 .. k .... 톨.~ a ... 빼CIO 훌od 훌K뻐dar빠-

........ "'---
lIIæ 

ji ..... 엔훌 야 삐빼훌 m뻐빼r 힐 .. 혐휠 훌od ... 빼톨홉 ..... 
빼a휠Ic -a빠 톨odbl .. -ld 빼I뻐@ 

Iml 
$훌_.빼멸뻐했 W빼훌% 뼈톨d - 빼흩 톨-빼tWI훌 k --

lI.B3.2 
훌펴 .... cc월1허~ .. 뻐윌윌톨 d ... ‘융in 톨od .. 빼월:d 흩펴""훌 
...... 녕s"' ___ 
$밑밍l』 훌I ‘ a ..... a ..,. 빼훌톨 .... -i 홉힐G~BVAC 

빠.B4 빼훌훌D "'"훌야l률t훌 톨낼 혀휠톨 l .... n ...... '!IW t 'cz빠 

*#‘-

m.1M.’ 
- πt야g‘ ’d와 bOII퍼 -~α1‘ ·IbIP ” 
-슐 ...... 

l없2 vibr훌ioo이 빼여훌월， 01 ...... g 

aa‘ 3 
뭘j빼훌 ""'"님뻐 "10빼빼""~ g ... &,. ond 훌훌빼뼈 톨뼈m훌 

......... "'--이‘g 
$휘 .... Ior 벼훌뼈π* 힐 .. 톨빼 l톨-&.ÏI훌 .￥--빼 

’lUl5 _.훌훌빼ry w빼g‘ 훌od 며 .... n ... 얘1훌‘m- 빠빼 .......... 
11I.B5.1 

$훌빼t u훌삐윌$ W빠빼‘ 뼈없i “ l ... 펴""힐 $짜빼t 빼월m빼 .... 

b피&‘양‘"""'" 

에.많2 
ailing ""'"를붙 atk빼OOS~ 잉 ..... 빼 빼퍼 -"" 와쉴...: 
....... 냉Is for SIJIlI)IX't base PIaæS 

-'ZT-



_NUI피g 

b띠LL 

1\I.A2.1 

1V.A2.1.1 

1\I.A2.12 

1V.A2.1.3 
1V.A2.1A 

I\I~ 

1VÆ2.1 

1\IN22 

1V.Þ22.3 

1V.A2..3 

1V.A2.3.1 

1V.A232 

1V.A2.3.3 
1\IJQ.4 

1V.A2A1 
1V.A2.4.2 

1V.J<!A,3 

1\I.J(ll, 

1V;I2Ã’ 
IV.A앙2 

IV.A앙3 

1V;I2Ã‘ 
1V.A2.B 

1V.A2.7 

1V.Æ7.’ 
IVJ잉.72 

rl.Þ~ .. 1:3 

1V.A2.B 

1V.A2.li1 
1V.A2.82 

IV.A2.8.3 

표 2.4 GAlL report 검토빵욕 욕륙 

N .A2. Reactor Væ엉 <PWRJ 

Ilaa￥“ 

CIOOUrO_ 
Domo Hood_ 
없 .... 률-
V，훌훌백 힘훌훌률 훌애>011* ... i 훌톨 

CanÞ퍼 .... _(CIID)_ ---‘ ----0UtI0I 

sd히~-""--_ .. 녕. -Q찌a 
safety irQediOn (on DD야 

Sb배 

u-<noz야하양녕l 

JnærmOIIaIO .퍼 _ShOII 
v .......... 
_hc뼈 

c.r. _podν(øe (ÞIide lup 

"""'"빼 ... 

--.ψ .. _...0 
Head vent riPe (top ‘""에 

h빼ument tubos <top hc뼈) 

R용sure .....t_ 

Skirt_ 
Cantilever/，디"umn mι-
r‘'eutron 5바 ...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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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엄씨 PSR 
검l'엉흩 경1앙특 

。

。

。

。

。

。

。

。

。

。



표 25 GALL n;xrt 검토항욕 목흑 

IV.B2. Reactcr V .... 려 Intem허s (PWR)-W .. 파1앙\OUSe 

lIa‘Nm‘ .... 갱끼률사 PSR 

iaGμι 
~ 갱효영욕 경!!.11욕 

1Y.BI.1 ~ 힐빼빼빠 삐-

1'1.82.1.’ ~-‘lIÙ10 
1'11.82.1.2 U야 ... _ ....... 
1Y.B2.1.3 ~_ ....... boI1이 

IV.e:U .4 u야- .... 야 ... 
1"1.82.1.5 ~ .... 이. 녕- .... 
rv.æ.1.0 R펴‘.，.".야야S 

。

1V.B2.1.7 웰뼈←-삐훌빼훌 

1Y.lI22 빼:lCA 빼빼i톨 빼b훌 ‘-에gI 

I'IB!2.1 =--
I'I.B!22 = lIUÌde ‘i>e_ 
1'1.8223 = ..... tube _ .... 

IY.B잉 C아.-
1'1,82.3.1 0>eJ.>닙 

。

I'IJ!양2 o>e bOmI fIIO‘. 
I'I.B2.3.3 o>e "..버 뼈" ..,.‘a 
I'I.e잉A Therπ이 -
I'I.B1.4 -........bIY 
1V.B2.4.1 - ...... 

。

I'I.B2A2 _ldts 

1Y.B2.5 Lo톰g 빼월n빼 ‘”li야*y 

1'1.82.5.1 ùnvor cue PIa‘e 
。

1'1.82.52 Fu<옐 삶필i"""" 예ns 
。

I'I.B2.S3 ùnvor __ ‘ '" CItSIIr‘ 
1V.B2.5.4 ùnvor_ 이 ... toIwnno 

1V.B2.5.5 ùnvor_pla .. 뼈.，.， 벼U 

I'I.B2.5.6 R뼈피 --뼈 _ ...... 

N없5.7 CleYiS in했t ldls 

I'I.B1.6 -“ m‘---
N없.6.' F1ux thim'버eguidet‘jαs 

。

N않112 F1ux thimb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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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GAIL re따t 검토항욕 육륙 

N .æ. Reactnr Vess어 Intem에s (PWR)-<:ombustion 당lØineering 

-- 갱기검샤 률화 -혹 I iaGALL p ‘’;ptioa 갱효영욕 

1V.B3.1 I빼 ... 뼈훌뻐빠 -빼 

1V.B3.1.1 '-l1liω10_’ ‘-야t 
1V.æ’2 -‘-p.r. 
IV.없13 R닝 매‘m‘ .. p.r._ .... 녕 _Il10_ 
1V.B11.4 Ho낭.-.비I 

1V.B8.2 ￠야옐혀 “ ie .... * .. ((홉A) 월톨 .... -얘100 
1V.1l3.2.1 CEA_ 
IVB양2 C없--

IVB양3 C훌A 냉"'"뼈k ... ‘ ... ‘ 꿇월1 ..... 

1V.æ3 
C<n __ 해 

1V.B33.’ Cae.‘--허 。

1V.B132 Cae __ 닙 --

IVB없3 Cae_‘ _.im"'" -
1V.B3.4 ea.흩 월g뼈 ... 홉뼈y 

1V.æ~’ cae 의πg찌 ”g어‘’ 
IVB없2 cae 확，.，... .응 ..... 액y k빼홉 
1V.11!A.3 cae 앙uoud tie r여a 

1V.B3.5 Low<<-"피 -“’ 
1VBl.5.1 Cae_p.r. 

1V.83.52 -빼....，..‘야I 
IV.B압3 Lowa- .빼월t 빼'"빼 .. 훌훌n a홉해*ig 

1VBl.5.4 cae “_001αm‘ 

1V.93S5 。.. "'"떠toclurm_ 
N없5.8 Ccre .π--닙 _.잊-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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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GAll report 검토항욕 욕륙 

1V.C2. Reactor Q뼈ant System .. 퍼 connected μnes (PWR) 

..... - n...;PIiOO 
갱기갱사 PSR 

iD GALL 갱S't를 'IIS:양륙 

foI.<<:2.1 --“m야야 ...... ~ 
。

foI.C2.1.1 a삐냉g 

1V.!2.12 Hot-IooI 
1V.C2.1.3 Smp line 

1V.c2.1.4 Sproy line 

IV.C2.U 
SmoII-bmo ............. _ (RCSl __ .녕 

bnncb ‘--톨 늪훌 빼111 NPS 4 

foI.c22 t:.- 때흩4 ·-멸멜톨 흩빠 뼈쉴빼l 

1V'=1 훨t훨gRR aY활 k빠a빠Fmμ톨I* 행g힐*훌 희빼빼웰1야 빼힐압I 뼈t짧 윌 .. ....-
앙l빼홉Iwn 

IV~강2 C<n flood .. ‘ ... {ClSl 

IV~경3 . .-.. I피 --
1\1.022.4 a..*:al lIlIl VOUæ CUII펴 ..... 삐 

1V.C22.S s...찌빼-

IVL강ß 
IJniOS OnI ............ _ 

1V'=7 N‘ZIeS IIXI safe 11'‘b 

1V.=8 
&훌n-_ 렐빼d찌I gI염ι빼 E빼m빼훌 홉111 톨톨쉴1 gm야g빠lg - 빠흩. NPS 

4inan$뼈 

foI.C2.3 -"에 .... -
。

1V.C23.1 C뼈g 

1V.C2.3.2 c...... 
1Y.C2.3.3 CIOOUre b뼈‘ 

1\1.(2.4 --어 떠XlYBlveo 
1V.C2.41 llody 

1V.C2.,‘2 -1V.C2.4.3 CIOOUre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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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GAlL π'IlOrt 검토항육 욕혹 

IV.C2. Reactor C떼ant Sys뼈n .. 퍼 connec뼈 Lines (PWRl (계속) 

-빼 .... llOOCñPIiOa 
경기갱샤 PSR 

ID GA1L 검효앙훌 영J!.'앙욕 

N.c2.5 -1\1.(2.5.1 --".C앙2 월 .... 1Ine_ 
".c25.3 Swp tine .... 

".=‘ --".æs.s Thor빼빼 ..... 

N.æsø k빼앨- gaa .... 월lS 

，，1::.앙1 SaIe_ 
，，~잉찌 ... -
N.C2S9 ... _-
N‘=1。 -_.피 잉 ..... 

1\I.C2.5.11 --‘ 1Idrt, ............ ".=’2 h‘ ........... 
N12.6 ---1V.æ8.1 TJOk 역1dI.피 t톨 ... 

，，~양2 _"'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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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AU‘ 
1V.Dl.l 

1V.D1.1.1 

IV.D1.1.2 
IV'D1.1.3 

IVD1.1.4 
IVD1.1.5 

1V.D1.1.6 

IY.D1.1.7 

1V.o1.1훌 

1'1.01.1.9 

IVD1.1‘10 
IVD1.1.1’ 

1'1.0’2 
1"1.01.2.1 

IVD12.2 

lV.o12.3 

IV.Dl.2.4 

1'1.01.3 

IVD1.3.1 

표 2.8 GAll. ~따t 검토항목 옥혹 

N Dl. SteBm Get .. ator 어없m피뼈Ig) 

""iCE ...... 
.... ‘ .g k뻐빼빼1 톨101.-훌‘ .. 
Tr4>야od 

sre.n ........ a닙 
U- ondlowor.빼 

TrmIitian eone 
p，.잉wata" ~ _ safe er퍼 

Rs-.. , t dIIIe ... UIØl 

ondb.ak .. -‘ 
Lowor beod 

PrimlI7 naa:Iea .피 ""'----<<øwr ond -..l 

T‘ ... -
1Ubos ond ..... 
1ùbe __ 야.(""*th， [CI!J) 

Tube '"익’ 
1、m.__ 
I뼈 ..... 훌聊아>Iy 톨톨i 획-빼l톨 

F .. 갇-얻ð inlet m1I11!: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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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기갱샤 PSR 
검호’를 엉효엉륙 

。



n.mNm피，.， 

ia GALL 

VA’ 
VAl.l 

VA’2 
VA1.3 

VA1.4 

VA’i 
VJ‘2 

VA2.’ 
VA2!1 

VAZ1 

VA2.‘ 
V.A3 

V.A:1’ 
VJU2 

V.A4 

VA4.1 

VA42 

V.A5 

VAJi’ 
VA52 

VJ‘8 
VA6.1 

VA62 

VAß3 

VA6.4 

lJ쓰혼프-

표 2.9 GAIL report 검토항혹 옥혹 

V.A con뼈llIDf'n1 Sπ'B'J System (PWR) 

llOOCriOIIO‘ 
1'I0IO‘ _m1 낭-녕l“ ... -

_.녕 ’ttÎIWI \1p ID i:dItkrI: ’-
FIOW 빼빼홉빼“i&ll 

T'"φ"a ... 획빼홉"""빼k뼈빠S 

-‘ -. _m1 .... ’ ‘.-
""""".녕 a며 ... 
FIOW '"허ia: 

Ho‘ .... --"- ‘ -v-.. 
B여d‘ 
v ..... a..매 ...... 히.-‘ ’- q ..... i! mI 
￠”mt ... ‘-웰뻐함훌)ia ‘--‘=--- 톨 ... 빼훌훌I 
--잉 -B여..，. 

Valfts (head,. CDII뼈.-피 w ,...,...,. ;1* .... j ia_’‘ 
‘삐--
&펴yond_ 

B뼈‘I‘ 
g ... 에 .... &II 혐I훌.b톨 .. f· ... 톨Ii _oovcr 
Tubma 
SheII 

ca.ν.".，... 

B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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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경l앙욕 



--in GAlL 
V.C.1 

V.c.1.1 

ι。12

--in GAlL 

V.Dl.1 

VD1.1.1 

v.ol.l.2 

VDI.1.3 

VD1.1 ‘4 

VD1.15 

VD1.1.6 

V.Dl.l.7 

VD’2 
V.DI,Zl 

V.OI22 

V.Dl2.3 

V.01.3 

VD1.3.1 

VD1.4 

V.다1.4.1 

V.OI.42 

표 2.10 GALL report 검토항욕 욕륙 

V.c. cor빼nment I뼈뼈on cor!plnents 

Dooor;찌@ 

“냥 .. -놀. 
V ..... 1x액rllld_ 

l'IPe홉뻐 ...... 4 

표 2.11 앓ll.，찍xllt 검토항북 욕혹 

VD1. Emer뻗r:yCore Q빼ing Syst.em <PWR) 

n빼g윌얘@빠 

pfoj‘",fiUIaP Qn_ ...... (a엉} 
__ ....... (R빼1 or"‘-. .... 뼈 (5I)C) .- Q!PSI) 

’-.i <LPSD 

aI피nt lag빼i h &d· q mxj d (sginp에) a Idn빼 ，허ume <D>bd 양 ..... (CVCS) 

uno훌 .. *예ggκy 훌R후 

훌빠..， forß홉훌e ‘J~톨L셀뼈S 

HPSI aad USI DIØIIIJ8 

Bow“"'"" -@빼g 
’‘ .. laDk (RWI') c:ir'ad빼 ........ 

&뼈 .. 

vι ... 
BαIy m녕 -

"" .... 

- 3S -

경기갱사 PSR 

검l앙아 갱l앙륙 

'1'1률샤 PSR 

홈3‘·톨 률"9톨 

。

。

。



표 2.11 GAIL report 검토항욕 욕륙 

V.Dl. Emergency core Cooling Syslem (PWR) (찌속) 

IIaD N빼g 갱기갱사 PSR 
inGAU‘ ~ 검표’~ 갱효앵욕 l 

V.Dl .5 
lIeI훌 .......... (BCP. 표짧 빼 l1'SI_ 훌에 .... 빠 
RIIR .. SDCl 

V.D1.5..1 -VD1.52 TIi마‘ 
V.D153 잉냉 

VD’i ‘ c.w""", 
VDI.5.5 &뼈. 

VD1.6 - (RWT 

VD1 .B.l Ba뼈/-딛 

v.o1.ð.2 1녕，.，. 

V.D1.63 잉lOil 

VD’ ..... B어 .... 

VJ기1 _.*-- ι， •• k ... ) 

V.D1.7.’ SIX!I 

V.01.72 
V.D1.7.3 -’ V.D1.8 --‘ .... (RWI') 
VD1 .8.1 잉lOil 

V.Dl .8.2 ... ‘>OIe 
VD1.8.3 -V.Dl .8.4 8빼r‘ 
V.OI .a5 

Buried _o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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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에s 

in GALL 

VJE.’ 
\f.E.1.1 

V.E2 

년튿2.1 

표 2.12 GAlL r훌XJrt 검토항목 북혹 

V.E. carbon 5야하 ~ 

-coño빠 혀빼 4뻐훌얘 .. 빼훌 

-’‘-a-n-.. 
h 뻐d‘ - .. " 힌반받맨 ..... 톤원얻ms 

표 2.13 G따Lr혹lOrt 검토항륙 육혹 

'f기갱샤 PSR 
갱R양욕 갱l앙훌 

VIA EIeCIriC퍼 C뼈es and eame.펴a‘s Not 51빼ect to 10 αR 없49 

&πÏIOIBlØ뼈 QUaIifiCatiOn R빼쇼'eßIeIlts 

-l ..... a 꺼'1'11사 원 PS원:.J 10 GALL - 경1l'J를 

V1A1 QII￥빠 ... i·‘ ...... 

비Al.l 
뼈훌ÞbI .. 뼈"lIInd 힐mw행- 훌@빼d .. 빼 ....... Icx빼빼빼 
g애훌￠빼t 헬훌빼dby be훌 빼훨빠‘ ..-뼈빼훌* 

훌훌@월1"월 .. 뼈edin M ... ‘alg&뼈on 웰'CUIts 합빼 훌훌 톨t날'"" 

끼A12 
.. 빼i훌웰， in 혔빼.，... 뼈llaI빠"홉월빼I훌 때1 .，..훌d 뻐i 톨i 
얼했훌elcx빼a펴 Rlvilt ....... 빼i빼 byl톨삐， r톨뻐빼m‘ t 

""i흩 ... 

이A12 

k빼""활에eor II 빼홉I훌gmtr bvg며홉빼뻐ge g ￠훌k훌VX mi m i5kV} 훌lbIeS (e. ... ir빼훌led 
in måñt 없i 짧 .... Icx훌빼빼 

...... K빼~ 명"..， by .... 했톨 "'.뼈빼U톨 빼Id v해，-

VlA.2 C-… ..... 
이A21 티""‘이 """";‘·g """"뼈 10 bcnted water le빼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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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GAlL repcrt 검호항욕 욕확 

VI.B. E<뼈αnent su퍼ect to 10 앉R 00.49 Environmental QUaIifiCat뼈1 

R며uirements 

Ikm_ 
io GAIL 

Vl.B.J 

‘n.B.1.1 

--io GAIL 

VllAl.’ -
VlA1.1.1 

Ikm NIØ에I 

ioGAU‘ 

VIlA2.’ 

V11.A2.1.1 

V1I..A2.1 2 

............ 
.... 싸-톨빼빼야 i훌 10 CIIR 훨AII -빼@빼 

월빼t뼈 때형Rg훌 훌뼈@야 φ 10 CFR 없49 ~ .. “‘ιgt빼 
(EQ) 

표 2.15 GAlL π챙t 검토항홉 육혹 

Vll.Al. New F\뼈 Ston>ge 

Ilooaψtioa _ .... ..... 
_6닐 _ ..... 이* 

표 2.16 GAlL repcrt 검토항육 욕혹 

Vß.A2. spent F\피 Ston>ge 

............ 
-ι fud __ 

Noutrnn-_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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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갱사 PSR 
률，..혹 껑，.11를 

갱기갱샤 PSR 
갱료앙욕 갱3ε앵욕 



I야m “’야 ... 

mGALL 

Vl.A3.I 

V뼈3 1.1 

VII.A3.2 

\IILA32.’ 
lIIA32.2 

\'I,A023 

V1lA3.3 

VI.A.'13,1 

VlA'I32 

VI.A33.3 

VII.A3.4 

VUA'!.4.’ 
VUA'lA2 

VlA3.‘3 
VII.A3.5 

V11.A3.5.1 

씨1.A3.5.2 

VIA'l.S3 

에A3.5.‘ 
VII.A3.8 

VII.A3.6.1 

표 2.17 GAIL π!!JQrt 검토항륙 욕혹 

Vll.A3. 혀Jent FUeI POOI 0J01ing and CIeanUP (PWRl 

정기검샤 
Deo며 ..... 갱효*훌 

l'It>åIC 

。.... -
PIII<< 

，.，.，빼 

aa...._ --V_ ldIod< oodbol찌 얘 ... 1 

&빼，OnI_ 

aa....bdIbl‘ 
g ”b‘ .... _ (bOnI ...... on!:rl 
....... “l빼!’ 

앓펴1 빼 ""률톨 ""'" 

a톨"'" 야흩d 톨 .. 톨￡빼빼 야W톨f 

CIOOUnO bOI빼 

......... 훌 ... 

잉빼 

N=IOS 

CIoouno ldtù‘ 
E‘-...-...... 
CIooun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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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 
검I.욕 



표 2.18 GAU. r흩lOrt 검토항욕 욕혹 

Vll.B. overhead Heavy Load and Li힐11 Load a뼈ated to R빼뼈ir땅) Har빼ng 

S얀tems 

_Nm피g 정기검사 PSR 
ia GAIl. ~ 갱l영혹 갱I앙를 

VIlB.I 
월I훌톨 뻐싫야 ... 삐삐톨@ 훌삐 톨빠 ... 빼 .... 톨‘· 빼t 뼈 I빼 .. 빼. 

I ... ot 10 CIIR 5&) * 
WB.I.I 않‘-피￠찌 ... 

VII.B.2 ROiI...-
VII.B2.1 Raü 

표 2.19 GAU‘ ~ 검토빵욕 욕륙 

VB.C1. Open-Cycle COOIir핑 WatBt Systen (Service W:잉:er Systan) 

-- 갱7냉사 PSR 
ia GAIl. ~ 검료엉욕 경 ... 't욕 

VIlCt.1 R야 .. 

씨I.C1. I.l _ ..... 혜g 

헤I.C1.I2 lIndOqmW녕 야 ...... 피 fittin‘s 
Vll.CI2 v_ 
헤lCl.2. 1 &빼 ...... ‘a 
W.C1.3 Hat웰t뻐 ..... 

、I1I.Cl .3. 1 앙빼 

씨I.Cl.:12 ChOnæI 

VIlCl.3.3 앉햄"'" h<ad 훌XI .."". .".... 

씨I.Cl.3.4 Tubesheet 

씨I.C1.3.5 1、m..

VII.CIA F10w orifice 

v낸II.C1.4.1 Body 

VII.C1.5 pump 

헤’.C I.5. 1 C잉.，. 

VILC1.6 Ba외￠‘--

V1I.C1.6.1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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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GAU. 

Vll.C!.l 

빼.(21.1 

VJL(22 

w.c22.1 

YII.C2.3 

'llLC2.3.1 

v‘,C2A 
w.cz,‘’ 
YI1.C2S 

VII.C양1 

_Nm피g 

io GAU. 

YlLC3.1 

씨LC3.1‘1 

YILC3..2 

V1LC3.2.’ 
VII.C3.3 

빼l.C3.a l 

표 2.aJ GAlL r훌xrt 검토빵욕 욕혹 

Vll.C2. CI∞ed-Cyde cooling WaIer Syslðn 

Deoco_ -Pfoe._ "‘ -
v ..... ~hond，，，‘ ..... - .......... ond 
-빠 .. 삐>t;톨빼빼 .. 빼.. < 

_ondbmo‘ 
"-
ea.q 
,..". 

SheII 

JI1øwori&:e -
표 2.21 GAlL~ 검토항육 용혹 

Vll.ca UItinmæ Heat sink 

na.iψtioa -_ .. 펴'-
V매:RS (check, baad, .‘d ....... _ 

B여앙‘피-

"-
대잉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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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검사 PSR 

'111"욕 갱1"혹 

경기깅사 PSR 
갱l앙욕 정l앙욕 



_!1m며 ... 

.. GALL 

VIlD.l 

빼D.1.1 

WD.12 

Vl.02 

1111.02.1 

'll.D22 

VI.O.lI 

V1I.D.3.1 

WD.32 

vι0.4 

V1lOAl 

VI.O.5 

VlLD.5.1 

WD.52 

VI.O.8 

V1LO.8.1 

V1LO.62 

표 2.22 GAIL repcx1: 검토항육 육혹 

vnD.~용흥.! Air System 

~ -I'IP<‘’피 6_ 
c‘’ .. -
V，파 ... t ..... 빼 .. d홉"'~야R톨 ood ...... i .... i"'iocit ... 
，피 ... ) 
Body .. 피-

C야 .. Ix뼈1 

AIr .~j의*t 

얹I월 ond 흩￡톨홉 ""'" 

CIOOUre b뼈g 

- ... 피-.. 
Body .. 퍼 -
F!lt<r 

않I퍼 훌'" 훌웰 .. """ 

c100ure bOI빼 

n.,... 
잃냉l 훌d 훌g앨벌 φ핸f 

CIOOUre b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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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기검사 PSR 
갱료앙욕 경I암를 



표 Z낌 GALLr야lOl't 검토함육 육톡 

Vß.El 다g띠ca1 and Y，야wne cootrol Sy엉em (PWR) 

-- 갱기검샤 PSR 
.. GALL 

1JeOa_ 
갱효앙훌 져I앙를 

v ‘.EI.I -‘_ruoo .. _ 
VlE1.1.1 PIOO._-비 .... 。

wε1.12 ao..._‘ 
V1LE12 • JIÏIIÌIW (150 PIÎ8 ntå:‘ 
빠.El.2.1 。...... -
VIl.EI.3 

R』빠 wl = --‘ ..... 히. ‘.." m- W,...&4 
‘ ...... 섭 -

Vl.EI.3.1 

--피-Vl.EI.32 CIOOUrO_ 
VIl.E’A 

L ..... t ! g --._--r?g‘ .... ’‘ .... 녕w_> 
Vl.EIA.1 CIOOUrO_ 
VIl.EI.5 짧lIlt .. -·‘g힐톨 .. 
VR.EI .5.1 cuina 
빼.EI.52 C빼 ... -
VIl.El .8 I4에 .... ----- ... 빼i 
vκEIAl 。..... -
V1Lξ1.7 Reegl‘π야k톨 .. -~‘·액 ... 
V빼E1.1.‘1 α빼 .. 페 I톨ad 톨.t 훌훌 .. 훨'" 

VlLEI.7.2 ~ 

빼.EI.7.3 1、Ibes

VI.E’ .7.4 않뼈l 훌.t "'"훌훌 """ 

VIlEt .7.5 ao..._‘ 
VlLEI.3 Lctdown beat 

낸I.E1A’ α빼""페 head 빼.t 훌"'"웰 ."",. 

댐l.ξ1.82 ~ 

Vd.El .8.3 ThlEs 

헤I.El .8.4 않빼I 없.t 훌xess oover 

냉I.El훌5 α ..... 밟'"'" 
V1LE’.9 --V1lε1훌'.1 Qosure bolting 

VII.EI.‘。 Volmne amtr이 tank 

빼I.E1.1o. 1 디∞띠<1>01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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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GAlL ""πt 검토항욕 욕륙 

vn.F1. COntrOI Room Area Ventil않때lSy.영:em 

"'"‘Nm히g 
Ilacñ!‘ ... 

갱기갱사 R잉R 

.. GAU. ..，..엉욕 갱톨앙욕 

v ‘F1.1 D‘* 
빼.f1.1.I Duct fiId‘ ........ dOOI‘ ond-.._ 
빼.FU2 @빼-&π"'.녕 b훌I 

\II.F’ .12 ~ CCIIin betMen dUCÞ .피 -
빼.Ft.l.4 S빼s in darq:Jrn; SJd 4bn 

vιF12 Air_""""""찌 ... 
1II.F12.1 &빼야h찌 ... cå1‘ 

VllF13 -\II.F’3.1 fIting .피--
V1LF’A PII어1 

빼Fl.4.1 110ι .... ..t 잊-
\ll.F1.4.2 1-"빼 

표 2.25 G따LI혹lOrt 검토항목 옥륙 

VD.F2. Auxiliary 하녕 R뼈waste Area Ven버ation Sys어n 

_Nm퍼g '1""샤 PSR 
In GAU. - 검，..앙욕 갱R앙욕 

vιF2.1 Duct 

씨1.f2. 1.t 뻐"， fi빼옐* 홉야 .... 빼. '톨따 않훌n톨 k빼$ 

V께짧12 _ ...... ond houoU‘ 

V11.F2.12 FI •• ible α왜없.-빼윌S 훌.t 빼" 

VllF.1.4 s.뼈sin~ 없.t dOOI> 

V11.양2 Air .... 빼，，-να-
V11.탱2.1 ‘k때ng/cooIing coils 

VllF2.3 Rφ .. 

V11.F2.3.1 Pipìr땅 없XI fittings 

VII.F2.4 Filters 

V11.F2.4.1 f뼈lsing 밍x!'u찌짧" 

V11.F2‘'2 Elastomer 없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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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GAIL 1학lOrt 검토함육 욕확 

vn.F3. I'rimæy Containment Area VentiIation Systen 

bDNm야g 정기갱샤 PSR 
mGAU. 

lleaCriPIiOa 경표’를 갱 ... 혹 

Vll.f3.1 llDO& 

씨lf3.1.1 DIICt_‘ .......... ‘ ·녕 ...... bOIi미 
1/Ilf3.,2 ai혀 ..... _ .... -‘ 

1/Ilf3.'~ PIO쳐빼 빼 .. belwees tb:IS ml fans 

l/Ilf3.‘A S빼s ia daaψ ............ 

V1lRl.2 
Air ____ 

V1I.F.l2.' -..--
vu.Ri3 -1Ilf<13., _.피fiUi미P 

V1I.f3A PII톨1 

VI.암 ... , liI“ ..... 잉 -
1/1I.P.I.42 fi뼈~훌에S 

표 2.'l:1 GAIL XqlOrt 검토항륙 목륙 

Vll.F4. Diesel Gener허:orBo퍼벼ng Ven비ation Systen 

I_ Nm퍼 .... 갱기걷샤 PSR 
iD GALL 

Doocri야 ... 갱I앙륙 갱lξ앙를 

V1Lf‘’ llDO& 

VlI.f4.1.1 DIICt ... “ """ ....... 피 ...... -
씨1.F4.12 Equipnent frames .피 ........ 

이1.F4.1β -"삐 .... - 이 .... 피 -
VlI.F4.1.4 50업， m 야"'-' 훌>d ..... 

VII.F42 
Alr __ ψ'ax>tino 

빼1.F4.2. 1 a..wψα，.，. .. 띠Is 

‘1I 1.F4.3 -V11.F4.3.1 PiPI1i ard fi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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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a야t 

ia GAIJ. 

VR.ß.l 

빼.0.1.1 

VIlG.12 

w.G.l.3 

VI1.G..2 

W.G.2.1 

w.G22 
W.G23 

VR.G.3 

W.<l.3.1 

Vl.Ga2 

W.<l.3..3 

V1LGA 

VlI.<3.4.1 

w.G.4.2 

\IILGA.3 

V1LG.5 

\IILG.5.’ 

\lll.G.52 

VILß.6 

씨1.G.6.’ 

‘III.G.6.2 

VI1.G.7 

헤1.G.7.1 

VllG.7.2 

VILGB 

vn.G.B.l 

표 2.28 GAlL report 검토함욕 육륙 

vn.G. FIre PrOtEε따1 

Ilosaψ .... 

IDÞ빼톨 g빠-I훌 

Fhe_ p-m g ‘’ 

Fhe_...u.._“ .... tIOCn 

Fhe.--. 
.... 윌 ... b꾀 .... 

Fhe 월orior 톰훌n홉싫n 훌뻐g 

Flrc 야 ...... 매‘ COiIi메 ... 피 tIOCn 

Fhe ... 펴-. 

-π...."“· Flrc_ ........ 삐 ...... 

Fhebmi<r ’‘10,_ .... -. 

Flrc ...... -. 

......... gim b아 ....... 

했-e barrierp@뼈I빼뻐1 월훌월 

Fh'e barrier WaDS, CI!퍼i‘ι ·피 tIOCn 

Fhe mI펴-. 

PriDwyc:orαainmoot 

Fire barrið" w매~C닙 ........ 녕 tIOCn 

Flrc ...... -. 

W잉g‘.baoed"'" ”여ectlon_ 

PI야껴g 훌XI fittina:s 

Fi1ter, fiα.- ’1뻐잉fier. PUIl1) casine. 와" .. α!I"， stnDner, 

a퍼 valve txxies (ir다빼1Ø cmtaimell isol뼈，" V잉，...1 

R빼g월H<><빼mt .. 앙 ... 여I aj뼈뼈""sy혀 ... 

Tank 
R빼'Ig， tubir객 •• 월XI v싫"''''녔혔 
DH=l fire_ 
Di양흩냉-driven fire pump and Í\H겼 ."""'"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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껴기갱샤 PSR 
갱3얘훌 껴，..욕 

。

。

。

。

。

。

。

。

。

。

。



I_ Nm야 .... 

in GALL 

V1LH’.1 
V뻐1.1.1 

VI헤1.12 

VtLHI2 

V빠"1.2. 1 

V1LH’22 
V1LH1.3 

VII.Hl.3.1 

W.Hl.3.2 

VILH1A 

빼.H1A. l 

V1I.H’‘2 

표 2.29 GAIL r률- 검토항욕 욕혹 

Vll.Hl. Diesel F\뻐 α) Syslern 

~‘ 

fIPaC 
-πU>d1iøe1ßl_ 
th쇼aw@빼la 윌 .. 흩 .. 험#훌g 

V앙-_ .. 얘-
<::Ioomo bollina -caoir‘ 
<::Ioomo bollina 
Tonk 

- ... ‘ ... 
E잉'"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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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l끼갱샤 PSII 
검3얘욕 '11'"암혹 



Ikm N뼈，... 

.. GAlL 

VlJl2.1 

\ll.Kl.1.’ 
VlIJl2.2 

V1IH221 

WHl22 

V1I>t>23 

W.H22.4 

V1lH2.3 

~1 

WH1.32 

\11.123.3 

VIJfL4 

W않4’ 

'I1I}ι‘2 
VlLH2.5 

VlI.H2.5.1 

표 23> GALL π￥nt 검토항욕 욕혹 

vn.H2. 당neJ'IIeOCY αeSeI Generator SystEm 

~ 

---’‘S ...... ln 
PIoeIlld_ 
Ilôe닐 qiae sÞriaa: air ‘ &idln 

PIOe lIld &벼며P 

V아.ves 0..잉 I애 d>odù 

nn.m ... 
.... -αrvaad 

Ilôe엉 a‘ ine .... 에‘- - .. ‘ ... oub‘--
pipo 1Ild_ 

>lItø-

빼--
B빼@빼 훌훌ine ‘ IM' •• _@h ‘ r.*‘ ..... b·I예훌i 
pipo 1Ild',.".. 

MWIl<r 
__ fuel oi1_ 
Tanks (Cm """ 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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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기갱사 
씌호양흩 

。

。

。

。

。

。

。



I_ Nm야g 

In GAlL 

vu.u 
에J.1.1 

v‘1.2 
VII.l2.1 

n..‘Nm이g 

In GAlL 

V빼Al 

V삐」κ1.1 

\II1I.A.12 

V111A2 

\IllA2.1 

표 2.31 GAlL r야lOIt 검토항목 옥혹 

vu carbon St.e잉 Components 

Doscr빼뼈i 

CaObaG 훌훌i COntI"-.i .. --CIOearO bOItin‘ 
In hi찌1τeøure ot hiIb-Ce며 .............. 

효 2.32 GAlL r야lOIt 검토항육 목확 

VmA st.eam Tur야f 월stem 

1Mi'Ì:ltÌOClO ---
뻐-αlPl .. 월ne to mOiSUe se&*iakc/l납 ...... !MSRl 

MSR '" b빵짜빼 .. πe (u') .펴 ... 

V.삶쩍%톨 t톨 .... "훌늄 ........ 에며4 ... iDIia“I빼4잊톨빠 g·n·p & 흩훌Iga·‘ 
없빼 ..... "wi* ... & ... ’%훌빠톨， -룰 .... ----_ .... _-
&펴yon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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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기갱샤 PSR 
정 .. '엉혹 검 .. '잉흩 

끼l기검사 PSR 
갱호잉혹 갱l’욕 



Iιm_ 

io GAIJ. 

V빼.81.1 

V없.81.1.1 

v‘BI.I2 

낸빠.81.1 .3 

헤에.B1.1.4 

.".,81.1.5 

냉11.81.‘.6 

VIIIB’2 

낼11.81 .2.1 

--io GAIJ. 
wιc.. 

'I1ILC‘1.’ 

VIIlC..2 
VIκ.C2 

VUl.C21 

표 2.33 GAlL r릅lOrt 검토항육 욕혹 

VlII.Bl. Main St.eam Sysεm (PWR) 

IJOSCriα ... 

PIoioa-_ ---‘ ... __ "'......., _ (Group B 
... C) 

steam hs fn:m ÎMII8tiCI1 VaIVeS to main tUrf:iJe (Grtqt D) 

Lines 10 fei-- αWl .. 녕 .... 퍼my-“’ .... <.AFM ""'" ...-
u..훌 "'.삐훌빼! 훌 .. 빼I*IL (MSII) 

1Iøtline ...... --v‘ ... (CbeCIι ........ -‘~-“aag~_ ... 찌 
αm월없m빠 i뼈I빼 V빠빼훌i 

Bα .... 퍼-

표 2.34 GAlL r멸lOrt 검토향욕 목륙 

VlII.C. Extraction Sμ!II!Il System 

n..crπlIiOn 

_ .. 녕 

........ 뻐쉴W획 ... 1톨와 ... --v .... ‘ 
Ilody"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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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기갱샤 PSR 
갱호앙를 갱.!I.'엄욕 

경기정사 PSR 
경응앙욕 갱호’혹 



lIa‘-
ÒD GAlL 

Vlll.Dl.l 

V빠D’-’.1 
V1II.D12 

Vll.Dl2.’ 
‘t없013 
￥톨1.01 .3. 1 

Vll.Dl.32 

_ .... 빼，... 

ÒD GAlL 

VULE.I 

V삐tε1.1 

VULE2 

헤ILε￡’ 
YIILE.3 

‘깨U.E.3. 1 

VIl1.Eι4 

VHIE.4.1 

VlII.E.42 

해n.E.4.3 

vm.E.4.4 

VIII.E.5 

V1II.E.5.1 

VIII.E.6 

VIII.E.6.1 

V111‘ E&2 

V111.ε.6.3 

표 2.35 GAlL r훌lOrt 검토함육 육륙 

VlILDl. FI훌화water Systems <PWRl 

-'"φâan 

.... &od-.. 월 ... 

1 1'1야 ... 잉 ....... (GIUOP B, c, .. Dl 
V빠빼· ‘ .... 뼈. dIeC:k. b:빼d， 훌 ..... 뼈 ......... 빼 ..... 
i-학” ’빠-> 
a찌， OIKI_ 

R찌，iS _<-...ø.. ‘피 _drhml 
c..;q, 
5uc빼 .. OIKIcia .. I ... 훌 

표 2.36 GAlL report 갱토항육 육륙 

Vm.E. cor펴_System 

α~ 

rRw‘-.. u..톨 
-"펴fi_ 
v_ 
&쳐，.퍼""'"" 

앙l‘{·-'" .... 훌.b빼뼈 훌"'-훌톨.，.，.멘.l 

"""‘ 앙빼W ..... '"뼈훌"".""""，홉”$ 

'Iùboo 

Tubesh<et 

。빼meI ’""" 
$녕l 

C야1월ma ...... 웰e 

TMk 

C여삐g월빠z c1훌mup 륙ys야m 

R야:Jli ar띠 fi1tings 

n.mi""피1= 

Str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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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갱샤 P5R 
갱효엉욕 검호양훌 

。

갱기갱샤 P5R 
갱효" 영R앙욕 



표 2ZI GAIL r학lOrt 검토항욕 목륙 

vm.F. Sleam Generator BIOWφwn Sysæm (PWR) 

1 .... -
정기검사 PSR 

iD GALL 
R빼gi‘빠 .. 

갱l얻혹 갱l앙욕 

VIILF.I n‘ -døwn liDa 。

씨1.F.1.I PIoe-피 fiIIÙ‘s ‘,Gmup B) 

낸‘LF.12 PIOe mI fiIIÙ‘ (Gmup 0) 

V빠1'2 V앙- 6 .. b6’‘ m .. “ ’‘ ....... l -

‘ nft.F2.1 

--펴-VDLF.3 훌‘ ...... In m-

VlH.F.3.1 caino 
VIILFA 훌-nl톨톨texdo훌펄 ... 

"' .. A.’ 1、... 
""1'.<.2 11φ잉"" 

"' .. A3 
α빼 ...... 빼 빼><1"쩔훌$ 행핸r 

VlH.F.4.4 않"'" 뼈 훌""'빼 φ핸t 

표 2.38 GAIL report 검토항목 욕륙 

vm.G. Aw벼iary F .. 었water (AFW) Syslem (PWR) 

_NUI버g 정기검사 PSR 

mGALL 0..a- 경호앙를 검호엉욕 

‘f빼.6.1 A‘.u;.,y--
、11H.G.1.1 PIOe o<>d fitti‘1S t야""'" -
、1I11.G. 12 PIOe .. 퍼 fittings (buñed) 

VIII.G2 AFW_횡. (훌빼am turbine ar퍼 πlDtOr driven) 

、I1H.G.2. 1 caino 
V1llG.2.2 SUCtWn .. 퍼 에scharge üne 

VI’LG.3 
Va1ves (conb허. cl>ock. Iw피."피 containment isolati에 ...... ) 

VIII.G.3.1 B어y O<>d bonnot 

VI’LG.4 C헬i뼈""'" .... 훌ge (enl.....,.,y) 

VlU.G.4. t Tmk 

VIII.G.5 B없ring ζlil coolers (for st얹m'"싸ne pump) 

씨n.G.5. 1 S삐l 

V111.G.5.2 Tu"",, 

씨11.G.5.3 Tubo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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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D GALL 
V1II.IlI 

V없H.1.t 

VIØ.H2 

\IIlH2.1 

표 2.39 GAIL repart 검토항욕 욕훌 

VIIJ.H. carbon S뽀허 ~ts 

Dcoc:rfødon 

월하뼈빠 훌 ... ‘ .. R ... ‘뼈‘ 

-’“--a.o.ø._ 
h hioh ..... R’‘ π i생rtaI..-.n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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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갱샤 PSR 
갱 ... 흩 갱".욕 



표 2.40 G따ι Repoπ ch학lIer N 에셔 명가원 원자로냉가찌계릉에 대한 갱년얼화 

판리 프로그햄 

-- A여 .. ......... 
Jtem NamIB' in 

@빼$삐댔 
‘ k-mi 

... 뼈톨흩톨R했 E"""l- GAIL 
R@아 ......... -- QOPjI뼈 .. b얘 .... n.AA, Yeo.lLM 1V.A2.1-b, e 

π ...... - -‘’e .. 빼g뼈 h 1V.A2요t 

""빼"'"Sj훌 $XlnI빼X* W뻐"0 1V.A23-c 
CFR 5<외(d 1V.A24 .. 

1V.A2&-d 
1V.A2.8-a 
1V.B2.1τ I‘ m 
lV.ll22-c, f 
1V.B2.3-d 
1V.B2.4-0 
IV.B:I.응‘l ‘ p 
1V.B3.2-f 
1V.ll3A-녕 
IVll35-o 
IV.C2l-a, b 
IV.C2.2--a, b,. e 
1V.C23-0‘ d 
1V.C2A-a, d 
IV.C25-o, d，특 ι 

.. ~W 

1V.C2.6-a 
IVDl.1-혹 t‘ h 
lVDl2-d 

앉홉 .. 밸빠힐 ... lDSS 01 maIeriι wo h빼....，. h뭘톨최a‘ Y ... 훌훌￠빼Ia of IVDl.l-c 
잉빼훌- '" 펴.tting 월'" ’-'""""'" 월;..， et빼::ts is to 

。1lVÎCe CXlITOBÏCÐ 
be_ 
ev야RlICd 

_ ......t \.oss af _ n.AA, Ve‘lLM 1V.A23매 

ferrilic mater빼S """"""'" wo '" .. 빼RlICd.， lV.A25-. 

""빠 ..... 빼- _in업 .. '" &‘l& .. ￡ with 

nlfIIt ila gfs Ea>1U@1 
embri_ _GoflO 

CFR 00 없"'RG 
MeV) 1.99 

- ".,.".; 
\.oss offrocture Reacta- vessel y ........ 혹..，;r~ IV.A2.3-b 

b티띠ne 상녕I and --, 예æto ，...，에Ian<e IV.A2.5-c 
W염æ neutnn îrradiation 

embrittle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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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GAIL Repart, ch짜>ter N 에서 명가용 원자로냉가째계용에 대한 갱년영화 

환리 프로그행 (계속) 

APa lIIfOCI/ Aomir ....-
U삐mRm월 ...... 

c<톨 ... 빼Xt 
Mo앙I&.，、 !’‘애-“t 훌빼h ....... 

GAIJ. 
Boo‘·‘·““‘·4@4 

w .... ‘,.,., l.oood_ l'IIr‘- Y ... 야 .. - lV.B2A-f 
빼#힐였l"Ia bOItS __ duoto 

_hnodi“ 1 
g에 .. -...‘ m녕 --sø뼈---
CnICk iniψ ..... 피 파빼톨 .. 톨 .. 톨톨 {뼈퍼 Ye훌 ... i냉ii훌 1V.Cl.1-a: __ anCI 
F’얘.duoto _d>e찌...，‘ u‘.kt‘잉if lV.c:2.2-h 

@IItt빼d "，빠멸훌 힐m빼훌 @mE톨 ... 야 ... 빼 .... ’‘’ ‘ ... --빼 .. 홉빠 - 。I쉴11 (SCC), 휠빼d뻐ia 빼m흩 _ ..... 
a빼d톨톨톨 .. be 

Qi“ g ... 힐훌끓흩 

--뼈 0GSCCl •• 퍼 
thonnoIancI 
mO:bInÕCaI Jo‘ ... 

v_.님l o.x .. 。‘’엉bduo n.AA Y‘n.AA \VA25-b 
to cydic klodh‘ -- 。........ """'- Yes, prd 111*펴k lV.B21-b, t j 
di빼n빼 .. 빼，..。 

lV.B2.2-‘ • wid_ 
lV.æ3-b 
IVm4-b, d 
lVB앙;-b， f, I 
lVB2.&-b 
lVJli1!-b 
lV.B3.2τ 

N .m.3-b 
IV.B'l4-b, f 
lVJl3.5-τ 

PWR "" 잊"""" αw:k .‘.tiatjm .. 피 l'IIr‘혀，.afic Y ... 야 ... - lV.A2.J-f 
αIds， inst:rument. gg얘wVgU1 R &피rg by SX lV.A2.6•a 
tubes (1:XIt1Om head IV .A2.7-a ............ ). ..- ..... lVα.5-; 

α...，.."... 허;ny C(lTOSÎOn cra:king IVDl1-j 

he짧. ond """’es (PWSCC) 

far the sιom 

" ...... "" instnunel1ts and 
d히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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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GAlL Report, 다1따lIe< IV 에서 명가펀 훤자로냉가재계홈에 대한 정년열화 

판리 프로그햄 (계속) 

A‘ .. -
A영g - ~Nao퍼""ÒD Q""'.1l 빠OCI빼#훌n ‘I·‘ ... t빽 •• R .. ’‘- GAll. 

C빼~.훌빼뼈t @훌k h빼훌싫a 훌1<1 FIaO‘.....0&: Y ... _.....o&: IV.c2.1-e 

‘-"'" _ðJelO SCC 1V.c2.2-0 
(Cκs’- 1V.C2M 

- 양-. 
π .... 
p,.,.‘;. cra:k initi‘ ico aI<I -- Yes, AMP for lVa웅'1<， • 
뼈빼w~뼈뻐I _00e1O --생y PWSCC"_ 
_aI<I PWSCC \8! w빼ldistobe 

‘-‘" ,,<011 ... ，녕 ...... 뼈 
이 ..... .-.. 

뻐-‘”‘ 
W_"삐i α'8dt inidaöm .피 FIaO‘.....0&: y ... _.....o&: 1V.B2.4τ 

...... boI .. ..... 하i 빼훌 IOSCC 
aI<I ---_0야T ..... 

。I화‘(]AS(χ) 

WR‘#α ... - I.oos .. π .... 퍼 we FIaO‘...,;fic Yes, ~ SPeI쇼 lV.B2.4-h 

...... - @ 잉，.，..-‘ico 

sε-- Loss of section FIaO‘ 야회fic y ... _.....o&: IVDl.1-e 
&빼W없" .thickness due to 
Mf빼Ial ... 빠빼빠 "'"잉on 
ond ""，α .. 
(AIIOY 1Ill) C뼈ck i뼈6짧뻐1 훌1<1 s- ......... Y ... -톨a IV D1.2-8, b. c. !‘ s-. __ growth 00e ω tubing in잉gntyì .. "I에-' f. i. i, j 
tubos. ...,.;r PWSCC, outside waær chemistrY AMP is to be 
하""훌， 훌1<1 .... ' -- .. 의"""" 

CmUOK>n cr혀‘i ... 
(αJSCC)， ancVor 
in'않명뼈nular att짧 
QGA); or k홉，0( 
π，.휩rial due to 
wu책 .. 없ld P'ttif행 
_and -ng 웰I<I w없，; 
。r 야t"，끼gια ..... 
to corrosion at tube 
'"α"'" 이 ... 
inre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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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0 GAU. R야lOlt， OI찍Jter N 에서 명가원 원자로냉가채계륭얘 대한 청년영화 

판리 프로그웹 (계촉) 

-- A잉 .. ...-
.-N힐궐톨". 

0., •••• '. k-앨e7빼야t ---톨ni훌훌 
훌@@빼l빼삐od 

GALL 
1\Ibo __ 

Loss rI. tedioo. l'IImt ".,..;&: Ycs, _ ".,..;&: IVDl2-h 
bors.-ni_ tHdmeSS due 10 
i벼 -.......‘d 

α:rrosim (FAC) 

c.bcnSl혀 .... u.a-<_ l'IImt ".,..;&: Ycs, dk‘m- IVDl2-k 

....... """ 이Je to Cmtl8iC’‘ m 흩 ‘I아ρ빼d 
A혜Pistøbe 

e빼.-

힐홉m ....... Lc삐.ni ，빼빼빼 빼 .. l여배Wl v.‘ ... “.atic W끄L웅. 

‘ di‘ .. -매‘ m훌”’&월a뼈를d 뭘톨빠*i1g (C짧 

- ... 따，.(CE) “ lIta"“ - ..... ‘ g 
&I”‘ ... rir‘ 
찌-_ ...... 

Qa:k inidallrn_ _hood doo\ft No IV.A2.1 "'c 

야--- "'"빼， 훌 .. Iø SCC &“ 

--ν ...v ... IGSCC 

CASS JDI'CI aair‘ Lcoo ni_ &뿔vt* .... X뼈"" No 1V.C2.3-e 
I너째 .. "'" bψ ..... ruelø IV.C2.4-c 

them아-

..... -
CASS ppir‘ Lcoo ni_ Them‘ ...... No IV.C2.1-f 

띠에mcss rue to ..... 찌"""‘ d IV.Cl.2--e 
tbm에"""" CA5S IV.CI.요l 

.,...; ...... α 
s __ 

w‘n 1himing æe FIa’‘@a .... %1 N。 IV.DlJ -d 

α .... nmts ID_~ 。mæion

""κ“~ 

_a예g‘ Lcoo 에 ......，;외 rue BOItir.V in야8rity N。 1V.A2.εe. f, 11 -- IDW뺑; 짧5 0! 1V.C2.3-ι g 
(R(꺼3) valve g잉"'" due ，。 IV.CI.•0" 

closure bolti’‘- , .... ，허axation; lV.C강5-n. p 

”α'WBY 잉XI 0혀‘ l띠tiation ar녕 IV.D1.1-f, I 
}뼈dí"， 뼈th훌， 없XI growth due to 
cJosure boIting in 。"Clic loadîng andIor 
high--pressw-e and scc 
hiih-ternperatur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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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AIL R야Xlrt， Q연pterIV 얘셔 명가펀 원자로냉가채째퉁얘 대한 정년얼화 

판리 프모그웹 (계속) 

AOiD‘m..t/ 
A잊 .. - Ibm Number in 

C아야-‘ ... ‘*률 ..... i ... i활톨- E .... ‘Iio<l GALL 
f*헤μI- 빠@X빠.，.’‘ ... 

CRIl n=Ie cnck inîti‘ ... ar잉 Ni-aUoy mZZJeS ar녕 No 1V.A2.2• • 

..,..th due .. ".,.....""“ ‘- 1V.A2.7-b 

PWSCC """피sby -- 。'8Ck ini“ion "'" ""'"‘liæ Ît‘""뼈‘ No 1V.A2.2-b 

....... -- ..,..th dueω W훌'" 려Xi빼짧1f lV.A2A-b 

i피CRIl‘:uøinø; α'clic loadina:. IV.C2.1-c -- ...v.rscc.빼 1V.c2.2-f 

헬힐훌. ‘i .... l뻐XS PWSCC lV.(23-b 

(eIflle&lt CASS ar피 rv.C2A-b 

@뼈ψ 1V.<:2.5-c, ‘ κ 
a ‘ r 

IVJ:Z웅t 

-- Looa of_ Thmr때‘ ..... 애 No IV.B2.1-a 
_CASS -‘,... due ID llCQb'On imciatian 1V.B2.웅m 

@ ..... g빠훌 -‘- ombri .... α"" 1V.Il3εe 

neutrcn imdatim 1VJl3.5-f 

--‘”ι "'" 
wòd .....u;,‘ 

Exten빼 _of Looa 0( .훌1m확 due boric acid cx'π“” No IV.A2.1-a 

""어1 ‘tæI to blric acid 1V~ 

‘In‘l"'"빼 m an얘m‘ 
lV.A2.8-b 

-~희 ... 
IV.C2.1-d 

.，.녕.""""， 
1V.αεd - 1V.c2.3-f 
IV.C2A-f 
IV.c2.5-b, 0, u 
IV.C2.6-b 
IVD1.l’B, k 

Re:aI:Ur intcn빼i I훌.0( π빼뼈i싫 φ'" -- M 1V.A2.동f 

πoct<r ves앙g ω .".，-
IV.B2.1-1 

""""" .b피“피 
1V.B2.5-。

짧. 돼야""빼$ 
1V.B26-< 
IV.B3.1-c 
1V.B3.2-d 
IV.B3.3-b 
lV‘B3.&-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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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GAIL Report, ch따lter N 에셔 명가펀 원자로냉가재쩨흥에 대한 갱년영화 

관리 프로그행 (계속) 

-엉""" - ......... 
Item NImå::r io 

'-" -미 .... 
Mo훌훌톨빼에* R ........ ‘ GAI.L 

R“-‘-에뼈 
R빼뤘뼈 ... ir훨훌퍼 α‘:kir:iti8tic:n_닙 ... 톨헤 .. 행헬!， ..... No IV.C2.5-I - |빼C>dM: k 야‘iI @ 

0.-.녕"'- I.oss of π잉m녕 이- --뻐‘ N。 1V.Il2.1-d 

inIImO‘ ...... 삐y to snss relaXaIiOn b여'"""'-‘"" 1V.Il2.웅i 

(v뻐빼ψ"""잉 ...-κ ... 
.....,.;,‘ _ ...... 

I.oss oflradln IWR ... 혀 N。 1V.Bεk 
-..ι .. Iuà _due.。

h‘ .... ‘ι -.. 1V.Il2. .... 
.DI! æaicn <exa.ø: _ ....... 뻐확Il -’ 1V.Bl.5-<, .. ‘ w __ 

g빼야k&'"SII mI 1V.Ba3-a 
hπ_ bal.ts) --‘ W ,B3.4-c. I 

IVm웅d 

-뻐 gg영&aa crack nU.tiøI aa:I k뭘g껴 .. &빼 .... ii No IVDl.l-i 

‘I’ .... 닙- _due ‘o scc. *훌 ... ‘""'Ij$"" 

』녕“- PYISCC, ...v ... 
a피 ........ - JASCC 
I피...，-

Vessel inter찌g crack initiatim .피 IWR ...... “。 IV.B2.1-a“‘ i 
(- grOW앙"Iue to 앓x; ÎntI!rnIl9t water lV .Il2.2-용 d 

W""'엉""'" 야ffle g띠 JASCC - 1V.BZ.3애 

.. πIer balts) IV.B2.4-a 
IVl앓용.~k 
IV.B2.&-a 
IV.B3.1-a 

lV .Il3.:• a‘ b 
1V.B3.3-a 
IV.B3.4-a, e 
IV.B3.5-a. b _ ...... 

l.oss of materi잉 due - ’ ........... No IV.A2.I-d 

c"""'" ..... ‘피 10 ..... st\녕S 

，h찌 -
Reactor in웠M1， I.oss ofα- 이g i뼈앙vlce iru행X짜n: No IV.B2.1-k 
(、N"estînghoose 10 ,.." 떠앙쩌얘i .,.,. "'" IV.B2.5-h 

"""" 웰illower rmnitoli.ng IV.B3.2-g 
intemal as짧n버ies， IV.B3.4-h 
CE"껴ts and tie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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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G따ι Re!nπ ch쩍짧 V 에셔 명가펀 용학척안전설비얘 대한 정년열확 

판라 프로그랩 

_Eδκv - ......... 
ltaD Number in c...*m .... -.., 힐k-‘a ... l!nI“ ... GAlL 

lIð에 ..... a뼈 
R미t‘ S뼈 ....... CUm>I잉a‘re :faligue nAA. eVaIUat:ø:I in V ... nAA V.Dl.l-c 
V확빼훌 m ala없"" daø얻e 훌빼넬 ... ::e with 10 VDl.4-a 
"'" a빼，훌 형벌 ... cm 54.21(C) 

&얼월i빠tsin I싫S ofn훌협i찌 due PIant specific V ... 삐nt SPeCiIiC V.A2.-. 
。cnt‘...... 혀-， 10""홉혀 ""'"혀m VA웅. 

뼈t .. ,.lRil V.C.I-a 

i!daticr‘ ... 
esa"g""" .,.. --ax@-sh Loos of.훌월i싫 빼 .. -혹>oà6c V ... PI‘ tt SPeCiIiC V.C.l-훌 b 
@1$aIrlI홉It 획-， to pttini and VDl8-c - CrevtOe CDmJISl(ß 

iSOIatiOO. ar애 
e .. Ig""" aae --Contal ...... I행， of.홉했빼 æe 삐-"，업fic Yes, PIant specific V.C.l-a. b 
isolatian v펴 ... 없>d 10_빼 

a‘lciaιd Jitir‘ ，빼，.".，.，j """"'" 
(Mκ) 

--- Loos of .얘 ..... ’싫 빼 .. 
- SPeCiIiC 

Yes, plant specific V.DI.2-c 
..... 빼 ....... 

10 ""'"'" (chariîne) pump 
.피 __ orifiæ 

Exten메'"""" of I싫sof.홉없i싫 due .... 찍>oà6c Yes. ptant sve:ific V.E.l-b 
-α，.ιd ω ."""허 "'"∞ ... 
cou흩"""' .. 

PiPno.피 fi_. Loos of fracture ""'"냉 ..... No V.DU-b 
of CASS in touahness due to g쩌;tt1ement cκ 

........ ’‘0' "'" thom‘al agi째 CASS 
。oolina sys야"" emtritthmenι 

""""""''' μssofmateri해 바 .. 。pπycle cooIing No V.A.6-a, b 
현셔@엉 by tog얹'Jeml， pitting, wakr sy야em V.Dl.6-b, c 
어Jen-eycle αXl\ir앵 려1d crevice 
system cπT∞pα MlC ond 

biof.뻐lir않; bui삐up 

ofõeα>sit due to 
biO'。이fo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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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G따1.. Report, α1명"ter V 얘셔 명가됨 공학혀안견셜비에 대한 정녕영화 

판리 프로그햄 (계속) 

^""'" -ν ^""'" .... 엉 ... 
ltcm NmIIber in 

c...톨 ..... k ... I‘-iwg 
훌훌8， cement 1m뻐aIig 

Gμι 
Ra ..... g삐ed 

coa‘ ...... Load_ ckIe 。IIOOI-çyde _ No VJι6-c 

~". ....... ‘이여m‘ ’-.,...... V.Dl.5-a 

--αtIO ""'"‘ ‘애.，...，. V.Dl.6-a ...- C야ro훌On -- CnEk initiatkn tnl w‘ er cheuistry No VA1-a. c 
_ ........ ‘F‘ 힐 ..... 빼톨 .. scc V.A:J.. 
g녕 ‘ nksin V.AA-a 
~&찌IIi*. 훌 ... VDl.l-a 
훌111 '"훌훌aIy axe VD1.2•. 
@빼""'"‘ ... V.Dl.4-b 

V.Dl.7-b 
V.Dl .8-a 

Loa d ...... 피 due 훌xie acid gXK훌뻐1 N。 VAl-b 
to baric Iài V.A:J.b 

““‘~"" VA4-b 
V.A.&-b 
V.Mr녕 

V.Dl.l-d 
V.D1.2-b 
VDl .3-a 
VD1.4-c: 
v.m.5-b 
VDl.6-d 
VD1.7-a 
V.D1.8-b 
V.E.l-a 

CIOSUre bOIting in Loa 01 πlOteriaI 빼E B이tq intearity N。 V.E.2-흉 b 
high~or to general a:JITOIJÎOr‘ 
IDah-ι--- 。-.d‘ initiaticn and 
잉S어ns growth due to 

CYCOC 10뼈ng æxI'<r 
scc 

- 61 -



표 2.42 GAIL Repmt, a,apter vn 에서 앵가원 보조째흥에 대한 갱년영화 판리 
프로그햄 

-- - - 1tem Number in 
COaIO<JOt에" Mi’ ... 훌b - 톨 - R-110n 

GAIι R ..... lI“ a 

G에D‘ain Loos of ... 야베 ... w_ C>OaiStJY Ye‘ **‘Ibl d VD.뻐2-. 

‘,,,.tfl101 """ ........ ‘’@‘ 훌111 야 .. 빼ne ... ‘ effats is to VD.A3.h 
_.피-... ... .,...,. "-'"'" be_ VII.A35-. 

am>Oim g빼-

Lirqs in spmt: -ψ .. - l'Ian! soecific Yes. PIant spcc:야k VILA3.N 

IUOI """ a>OIm‘ ·펴Ioø of_ VII.A33-d 

... -’ ........ ‘ ..... 냥g ... mr VIl.A3.fh: 
양빼훌 훌111 α삐톨.in dOP“&‘Ioø of vn.Fl.l"" c 
... 퍼Imm.，.-，s .-;피 ...... VB.FU-\) 

g =-1>,. 
VD.F2.4-b 
VB.F3.1-b. c 
VlLF3.4-b 
VRF4.1-b. c 

C@l뻐*빼s inlood CImUlOtiVO_ n.AA. f:'VÛIIIkd in Y..,1UA VD.B.1-a 

-‘ .......,. -- la1111...,. WIth 10 VU.El.l-. 
........... ""'"어 CIR 잉낀(C) VIlE1.동i 
,.,...,., VUE1.7-a 

VIlE1Jh -- cnd ini.tiatioo 81피 .... - Yes, plant speci6c VIlE1 ..... 
αlIlIPS in chelr빠'" _ .... "'scc 
........... COntrOI 

t< aaCkH‘ ,,,...., 
Caqxn:nts in Loos of.- .... .... 룰- Y",Plant soecific VD.Fl.1-훌 -- .. -α_. VD.Fl:양a 

&엉<1ft>페 "" g피"""'" vn.Fl.4.-a 
양Sιπ .... αrπ.""‘ g퍼 ‘삐￡ vn조2.1-a 

~- VJI.Fl.2-. 
ienerator sy:앙:ems; VD.F2.4-a 
e야"비 ........ 0/ Vll.F3.l-a 
0-. ,"", VIlFJ.2-. 

。'"‘""'"~ Vll.F3.4-a 
VD.F4.1-a 
vn.F4.2-a 
vn‘ HU-a 
Vll.H1 .2-a 
VDHl.3-a 
Vll.H2.2-a 
VD.H2.3-a 
vn.H2.4-a 
vn.l1 -b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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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GALL ilfport, a.쩍Jter VII 에서 명가원 보초쩨릉에 대한 정년영화 판리 

프로그행 (계속) 

_1!Ifect/ - Fur빼or 
Item NtDDber in 

c........톨t 
lb야I야@ ‘ ... ‘-! .... m .... - GAIL 

c,.,."'" .... ..... .. u빼톨i빼 빼" C>le-tIme if‘- Y.률 &빼 ..... i .. vu.G.~‘ b 
_a껴k‘ m앙_ ........ ‘ w‘ effects is 10 
_å1 a삐g‘ pj.ttin‘ ·피 """'" k ‘-
g ‘ ..... fire Cm。훨'" --‘1야 ... ionl 

D홉훌납 .. 옐 w 빼 .. ..... ... 뼈릅 .. 빼. FUeI에"""""" Yes. detection ~ VII.Hl.4-a 
În diesd fUeI CiI ID"""" PtIi미‘ and one-time 훌h‘ .... 피@ VIUI25-a 

I피- h빼$뻐1 be~ 

""""'"‘MlC, .. 퍼 eVaI“ted 
g톨 .. 훌 .. 원영빼n d이a뼈‘ 

f월".&j*행a$ m <nd< if뼈-..히 WIIB' cbenistry Y ... PIant -"" VB.El.7-c 
c:hc:oric‘ g애 ....... <bo IDSCC ·‘·이l‘- VIIJ!l&셔b ...... """'" and cyt6c 10‘lir>I -",,-
양얼.." ---
Na빼 ... 빼t필aa --.. -혹S펴k Yes, Aant spec최k vn.A2.1-b 
sheets in spcnt fuel m뻐_.*·“i톨 
잉 ..... r엉어 ClJlB:ity .피 k얘 ... 

.-t엉 rbo lD ....... """"'" 
(BrnI, boron 잊혀) _ .... """ ù빼홉 01.홉훌 .. 빼" SIrUCtUreS N。 VD.A1.I-a 

"""""" ID ........ I1i ..... --and cπv‘1 
。ma잉'" -- __ 01 

Bcnflex. monitoring No VUA2.1-a 
SÆd:S in spent ‘잉 - """'"'"‘ _racka CII(IIlCÎ.ty due to 

Bor영Iex 야 ....... 뼈1 

Spent A녕 ... ‘’e α'8Ck ini야1IiOn"잉 Wø chemistry No VD.A2.1τ 

""" 빼>d v퍼wsin ....... dueto VD.Aa3-b 
휴 ... A닙""" ,tress corr∞，~‘ 
COQli때 잉녕 cleanup '"넙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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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GAlL R야lOrt， Q빼Jter vn 에서 멍가흰 보조찌릉에 대한 경년열화 판리 
프로그햄 (계속) 

A‘ .. l!IfeCI/ A‘"" - - I빠 ....... Q빼 .. 뻐빠 .. -... l ... 빼- &“ ..... GALL 
Rgi4'+'."10’ 

cι ... 1dIio‘·잉 Loa aI rnatm띠 due Boric æid .... ‘m No VILA3.1-. 
--<< ‘.tmo ‘ id VILA3.2-tt. c 
-예빼 I피 。qπ...，. VII.A33-τ 

VlLA3.4-b 
VI/.Al5• b 
vαA3운i 

VD.El.l-b 
VD.El2-a 
VD.El.3-b 
V1I.E1.4-a 
vnm.5-b 
vnm.&-. 
vn요l7-b 

VIL밍.8-d 

VD.Ell•. 
VD.Elllra 
vru.l-a 

&im""gtg .><r Looo <<_due clo빼-.，.do """"‘ No VILA3.4-a 

!짧$L빼m 10_ ,; ..... -- vn.C2.1-a 

'"" aM:e VII.C2.2-a 

-.,‘"" _æ펴MlC vn.C2.3-a 
vn.C2.4-a 
VILC2.웅i 

vnm.ll-c 
VILFl.3-a 
VD.FJ.3-, 
VILF3.3-a 
vn.F4.3-a 
Vll.H2.1-a 

em....다d쩌 Looo of ma뿔꺼퍼 due <l'nrt<ad beavy No Vll.Rl-b 
i썩 .. "피lJd써S to ...,.,.". ""'"빼1 load"피에I< load VII.B.2-a 
.엄 nil .，허"" m ond_ handliTV systems 
b여@냉 ... -canp:lnents in CI' Loss ol II훌없ial dle O∞'-"π1e adi쩌 ’k 

vn.Cl.I-a 
"""。혀 by 10 general. pitting‘ ‘ ...... .，.잉"" VD.Cl2-a 
@뼈1-cyde α)l]ling crevice, and vn.Cl.3-a. b 
W허α~ systems 맹lvanic ccrrosion. vn.Cl.4-a 

MlC, ar념 비떠때.ùing; VD.Cl.5-a 
b.ñldl핑 of deposit VILCl‘&-. 
due to biof.뼈피"" VII.CU-a 

vn，않.2-a 

vn‘C3.h 
VII.H2.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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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GAlL Report, a.찍lIer VlI 에셔 명가원 보조재용예 대한 경년영화 판리 

프로그랭 (계속) 

A‘ .. -ν - F、..- ltem Number in 
~ - k& ... 톨g빼>t -..빠 ... 

GAll R 

-“-añd야야‘ 앙찌 Loo훌 0/ .. 훨w"'" BUrIOd π야.and N。 VD.CI.I-b - .. _ .. 벼’‘’ -...........,. VII.Hl.l-b 
a피aeVICe 

""'"법m‘ 훌xl MlC '" 
Buried PPna: and Y ... -*,0/ -- -_ .. 피 

-‘ ... 
양빼뼈I융훌훌월1 

bo ru.u... 
-‘@여 

COI‘ ... l ... m I.oas ol mIterÛ뼈 빼，. G--g No VD.nl ... 
‘Alil. ai .......... 녕 ... 빼I휠Ig vnn웅. 

‘.-n d∞ .. am>oon VD.D.k 
VII.Il4-a 
VD.D.s-. 
VD.D.&-. 

ea--{do<n Looa 0/ ... 빼i빼 &톨 Flæ po야며on N。 vn.G.l-a‘ d 
andbooricr to ."，..;~ VD.G.2-‘ d 
，...뼈..， .. 꾀피 and_"'" VD.G3←ιd 

g ‘d """'""" 10_’‘ Vll.G.4-ιd 

찌uctures In fire vn.G.5-c 
π-

& ... M .. a.in Looa 0/ .-"" FI .. w훌훌r 양톨뿔m No VD.G운a. b 

w‘ .... '"뼈 fire .，..，..피. )itting, -- 。... 。ι .XJ

.a1~‘， anosioo. 
MIζ a얘 1:iofouling 

al ... ll .. $ h Loss of matm피 "" Ftre PtltfiCtiOn and N。 Vll.G.8-a 
m...I fire_ ‘og띠voniι -허， fuel oil chemistry 

pWr훌. 앙td crevice 

"'""""" 
Tanks in 빼훌훌화 fUeI 1= 어 """'"피 "" Aboveground cari>on N。 VßJllA-b 
얘I ""홉m 10 ..... 혀. Iitting, s‘ed tanI<S 

.nd π""""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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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GAμ Report, ch학짧 VlI 에서 명가원 보조계용에 대한 정년영확 판리 

프로그햄 (계속) 

_lIffOCt/ AaiD‘ ........ 1tem Nmrå:r in 
C야빼빼톨nt 

Mo생홉껴i훌n .... ’“·!‘’" 1m‘- GALL 
I월 ...... 빼 .. aoo.._ I.oa .. _due --ty ... VJll웅‘ b 

.. 핸g빼 Qiroskr6 
crack ir빼aticn ...t 

...... ‘ dueto 
。πIic laKina: ar퍼 
앉X 

@1멸 ... s&g .... 훌 ... 빼훌i빠 due Sàective Ic엉 ...... N。 VD.CU-‘ c 
c-._ ‘.-.π.- - vn.c1.2-a 

-‘"" Irπ‘ 
VII.Cl.3-a 

cast lIteå) in VILC1.5-a 

-γc>de .. 잉 v1lι::!3-a 

-정tι-
V표.C:U-a 

---피 
VIJ.C3.깐. 

띠timate beet sink 

FInO Imrier‘WaIIO, Ca>OreIe cr‘:Idr‘ FInO π_ ...t ... V표.G.l-b， c 

떠linøs， ar퍼 fkxn ...t"훌빼 ... ducto -∞ ... vn.G.2-b, c 

in fire P1Jtl!CtiOn .....--. .......빼 VII.G.3얘 C 

여 ......... 이-.꾀 vn.G.4-b. c 

짧acl<， ...t n웰펴m VD.G.5-a. b 

with 얘 ......... 
뼈훌 0/.빼웰셉 빼，. 

to cmosion of 
m ... 삐 ..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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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GAIL Report, αllIjlter vm 에서 혐가현 충기 빛 에너지연환계흥에 대한 
정년영화판리 프로그행 

-- AIP’* ......... 
~Nm피g피 

c...*m“ ’Iocbaria1 
§&‘l톨R ... t I!ftl_ 

GALL 
월a빼--예폐 

_ OnI fiIm‘” Qdmn·ng‘e@,. b6‘ ... 1t.AA，-..뼈 m Y..， π.AA vm.m.l--b 
in mIÎ삐 &giI빼a 월XmI톨X훌 wi월， 10 vm.D1.I-b 
Iåæ, ttMn Ine and CPR 54.2Uc) VDLG.l-b 

aWCiIiarY -“’ “쩌) PJq: 

R야‘onI ti‘* l.oos ol ..-w_ w., chmistry Y ...... @o;tion ci vmAl-b 
-_.퍼 .. ...,....- and. me-Iime ---“。 VllLA2-b 

-‘- t벼<riy~- -’ 야6Irther vm.C.l-b 

-“- OnI =rice -- VIII.C.2-b 

...... "'"매""‘ cmm힘'" V없I껴‘1-， 
_~and vm.D1.2-b 
허빼 ("∞.，.""'" vm.D1.h 
-...-> VJlLE.I-b 

\'DI.I!.Hl 
VIIIl!.3-a 
VIII.E.4-, d 
VIII요운‘ b 
VIIlE.6-a 
vmFj-b 
vm.F2-b 
Vm.F‘~a 
vnLFA-s, d 
vm.G.1-ç 
VIll.G.2-a 
VIIIGS-‘ vm.G.4-a, b 

AFW JiPnI Loos 찮 R훌"'"" _ PIant specific Y ... FIant ,.,.,;Jio vm.G.l-d 

"'-‘.-‘ W녕。 ..... 
om앙@‘MIC，，，녕 
비0Í0l뼈W 

Oil COOJerS in AFW f싫.01.훌뼈i빼 빼" PIant 의;l!ICiflC Yes, p1ant ~혀110 VIIIG.5-d 

잉""" αl1:ricatilll: ‘。 ..... 피<""""" 
여1 side α，..，bIy swel on!y), ptting, 
contaminat며 with and =rice 
w‘,,) corrosion, and MIC 

Extem피"'""" of I앵'0￥ .옐뿔n‘하 due R없. 얄JeCific Yes, P!ant sα"'110 VIß.H l-b 
,"""'" ，홉혀 to general corro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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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GAlL I!eport, QUJI)ter VIIl 에서 명가원 중기 빛 에너져변:fl:째톰얘 대한 

청년영화 판리 프로그랭 (계속) 

AcbIcm.ctl Aoi예 ....-
"""빼_îo 

caa훌- M*-,.” l훌 ... 훌야빠 .. t Roú‘ ..... GALL Ra. ""6.drd 

c.bcn잉S허- W빼 ......... cb: F1ow-‘ ....... 벼 N。 vm.Al-a 
I찌 V삐，. bo<ies '" _ aCOeIOnt허 """""" VIlI.A.2-. 

월I$없1 VDI.8l.1-c 
VlD.B12냉 
vmC.l-a 
VlD.c.2-. 
V파Dl.l-a 

vm.ol.2-‘ 
vm.ol웅b 

vmE.l-a 
VlI!.E2-. 
V!Ø.Fl , 
V!Ø.F~a 
VlD.G. l-a 

c.bcn ’_r.iPr‘ Lo‘ dmo어야 cb: W_ d>onisay R。 V따밟.l-a 

and 찍t밴.lx펴얼1m "' .. _ and VID.Bl.2-a 
lllIIin SteIml system CI'fNÌCe CXI'J'OIÅ(I'‘ 
a...’bOItin‘ h ....... π훌빼i빼 빼 .. -_ .. N。 VlILH2에 b 

띠야，.......'" "' ... 톨피""""'"‘ 
뼈힐1 빼 ...... "" 。'8ck initi‘영m"피 - grow앙. due ，。

oyctic -... anò1π 
scc 

‘gk피‘ g gidd-@s/‘ .... ..... dn훌없i빼 cb: Opon-<>cle _ No VlIlI!.4-b, , 
"'-(때- -'YS떠n VI8.F.4-b. c 

∞ ......... """"" stedmly)."‘m“ vm.G.5-a, b 
by "，.，...-잉tι 

and """'" _ ....... 
conosioo, MIC. 8J펴 
비여(luiing; h피dup 

ofdo힐짧t cb: '" 
l:iofoulina 

f&쏠ljat @ 엉m앵뻐벌g‘/엉"S 1.0훌.of.빼.n빼 due Qosed"cyde coc써 ... N。 VIll.E.4-e 

'" ."'"‘I ("떠"" -",- V!Ø.F.4-e 
cg뻐업훌업3 혔vkel .teeI '"니:Y)， pitting‘ VlD.G장c 

bycl∞od-"de and crevIe. 
"떼(，땅 wate< ",ro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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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GAIL Rfport, α1획JIer vm 에셔 명가원 중기 빛 에너지연환찌흥얘 대한 

경년열화 판리 표로그랭 (계속) 

-- - - ltem Number in 
Cou.,.. ."'nt 

h‘톨-훌톨 
%k’‘ ... π ... , RWaIaOIi‘e GALL 

훌안-’‘·lded 

-빼_<i 1.0‘ <i _due -- No vm요εt 

ohcι"""""'" ,. ..... 퍼- """ bmks 
vm.GA.τ 

‘ 업삐g홉해톨 힐야빼 .. ’001""')._ 
뻐* a애tnMCe 

"""""'" 
_.껴..，，<i l.oss CI tntte:ÎI매 due Buried야"，‘ g녕 δb vm요앙에 

b>riod @I냉"훌빼빠 ,. ..... 피.-‘ -~ 
VlD.G.l-e 

어 .... _ond i퍼..，..;æ vm.GA-d AFW_ 
"""'""‘ X피 MIC I 

Ib‘dpp’‘ I녕 Y .. ‘ 빼앨앙삐Ii <i 
tImkS inspecticn ‘ .. ‘._ond 

야""'"" 
횟 ... i~￡ 톨0" 
야-
R매 ..... 

__ <i 
Los홉 <i.홉뻐i빼 due Ibic acid corroeim No vmRl -a 

aobcn """ 
to bCI'iC acid 

Qmp이g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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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GAlL R야lOI1:， α1lI짜er Vll 얘셔 명가원 구조훌 및 기기 지지대에 대한 

경년옐화판리 프로그햄 

_ Blf<<tI - - K앨m N.빼&"， in 

c...!,....‘t ........... -.....‘ -- GALL 
a.야톨l톨%빼용생 

PWR caocroto (J-j “ pπ ... - ·애 SIeOI COnIå ...... eaam .... ti 

"'"빼없없1 회홉빼훌 
jQgm-@F (RClB 뼈 .... TI.AA. .빼Iu않:ed in Yes. TlAA JLA3,1-b 

--’‘ 
훌"'"& .. a~ with 10 

g피 “SSiaiJar met피 -‘빼’.， CF1I54.2I‘c) - exists) 

Fki불tI획없1 꿇홉W훌， er..찌 ......... 따i빼"""lt Yes. ~af JLA3，1τ d 

-’‘ .... 
。삐k_‘; cnck 

”‘ ... ‘"'- ‘ prw t:f&:cts is to ............... iniCiIItiOd .잉 ‘1SD .... be .. 빼.ted - _ ...... scc cαi ........ "'" 

.. “ .. 
F .. ￡1<훌i예l 앙 .... 훌， I.oa 여 .-..... COntIInmOnt ISI ... No JLA3,1-a 

없tn없빼 b확빼빼i "'- αi*;，li뭘t 월에k 

I얘 di ... 매 ..... 왜 ........ 
-버 

""""'"녕 π""" I.oos ... 홉빠i빼 빼'" conbinmont ~‘1'" N。 ILA3.2-a 

I퍼@얘 .... ""'" "，，'"πsα‘ -’""" 

-'"" 
버 ...... 때""" I.o‘ .. """ ζ'"&IiM훌" 톨'" No JLA3，εb 

i피 때찌ment""'" j훌:htness in 빼훌od 
-'"" .녕 d“ 

α:lSition due to l혀"""'" 

n혀""'"피""" .. ""피-
1∞I<s，..，....'" 
""""'.빼 ... "'" 

s..빠.- "'" I.oos 01 ，앵빼. 없'" Containmem: lsl and N。 Il.A33 -a 

lmi생 .. - 1eaka‘.thrnugh 。이_.잉‘ 

업$빼nment ..... ，。 ,.te '"" 
deterloratim 01 joint 

양빼， .. 파했，，，，，， 
moistw'e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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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GAlL Iù;x>rt. 다빼 ... Vß 에서 명가핀 구조용 및 기기 지지대에 대한 

청년영화 판리 프로그램 (계속) 

-양""" - - -뻐‘i~in campooigIl 
i ...... ‘i훌삐 l&‘ ...... ‘’ - GAIL 

"""빠홉홉 .... A 

car빠윌e 빼~R4￥ AIÞJ‘ m B<n-‘e ~ISI Yes, if'‘*‘ D.Al.l에 .... 

b ‘ ..... ‘- and_버e .획msmis D.A2.2•'b. c. e 
and ...n """"'" ..... due ,;piÕ3‘Ior 

‘。Iood피‘ d ~ ..... 
。OICiUm_
예rgressive CherD생 

t아j‘ I잉 
an어ionm 

... ""했od 핫a려 

c.na.to_ 
cnda‘ -、 - No. if widin the D.AU -f 

four펴‘ion and ki3빼훌훌 a “ii옳0‘ .. i ..... mthe B.A2.2-f 
C@ .... i .. t 와F홉$ %뼈.，..t’s 

leftI <b: .. ""‘ ..... -- -ikl‘톨 

π ..... 
c.na.to_ Roduction In 앓 ........ No. if wω .. the JL\Ll-. 
four피lIiOn --‘m ØIOIIÏtø!no g피 .. mthe 1I.A2.2-. 

빼，. 10 ..，홉 .. 01 훌뼈t훌*’a 

α ...... """"'" -.. 
S止.... 퍼lIiOn """"""'" """""" c.na.to_, R빼t벼， 01 ..... - Ye‘ Ior.., n.Al.l‘h 

r ... 피‘a‘뼈 .... 찌_and _01 D.A2.2• l 
andw피l mxluJ.us due to """"'" -_ ... 

∞--exceed speàfili피 
1mψeratme låmi.ts 

"""..-1 Lou of_ TI.AA, .. 빼I때 m Y ... 11.AA D.AI.3-꺼b 

a>nIair‘- <b: to r잉$야@‘ acc:crdance with 10 
tendons and 야뻐*여 ... """" CFR 닮2l(c) 

"앙 ...... m피"'"‘od 
an톨"""'" 어1‘ ....... 
SI<eI 빼'"""'" 빼'" Lou 01 π홉뼈i빼 due Cootainment lSl and Yes, if α)ITO영00 is D.Al.2-a 

pla‘",nd 10mπ。"，.. "" containment leak sianlficant for n.A2.1-a 
αlI1tainment 하 ... ""'"잉 .. ‘, and ,",“'" inaccessible areas 

"빠뽕，si뻐"'"없3 

Ste허 빼"""뾰: Lou 01 π"""하 d ... Protective coating N。 H.Al .2-a 
πoα~ted by αJ6ting to corrosion in _.πUog"엄 D.A2.l’a 

g∞"‘비e oreru; ~n"，필n<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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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GAIL Report, chapter VlI 에서 명가원 구조율 및 기기 지지대에 대한 

정년옐화 판리 프로그앵 (계휴) 

-월t.d/ - - IWD 샤_iD 
C빼빼 .... 

iι* .. .，;훌n 삐뻐햄훌%”i - GALL 
lIa:‘--빼빼d -h...,.\ 

\.oSS<(..-wå>e cmt‘ ...... 1Sl No D.A1J1-a 
"'"I"""a; IÐ """"i“ 0/ 
_.얘 

π ......... -
a엉"""'" 빼111 톨없*빼Fe 

""""""뼈 @'"웰"'">1. 

c:.ncm._‘; SCaIir“ g ‘:kå>I. ~ε1 No R.AU-，훌 d 

f_‘æm" .n_å>e IÐ llA22-O, d 
a피WaII ---aφ$훌ion 훌111 

。_å>e IÐ

.-‘ 애Ih 
어W어 ... 

다월.1 S ..... 뻐 ... 톨 

A‘Qouoo- ADtypos<( 껴@‘ SInaO:IUmi No. if .융 .. "" DLAlJ-훌 b，~d， 

a..up~ ‘XeSOIb‘ -. ’nonIlXlri’m ,.,...<("" ’ _1- lIIJIIIjcant's DLAl요i 
.".,.,... "퍼，t<d """"""" mA3.1-a, 1>. C, d, 

。""""""'" rmnitCKina ‘ 
α피.....， m쩌2-. 

In.M.l-a, 1>. d 
DI.A4.2-a, b 
m..A5.1-a. b. c. d, 

’ Dl.A5.2-a 
m.A7.1-a, 1>. ι 4 

f 
m.A7.2-a 
In.A8.1-a, 1>. c 
DL뼈2←a 

Groop. l-~ ~ 7용 AØ’‘ t PIant """'fic Yes, if an 표LAl.1-e， IZ 

“‘x:esSl."Ne coocme ína::c.ess'ble concre야 .......... nI.A21-e, I 
Car￥'"tti"'"앙'" 앓'e8S due to k훌V@ 횡홉" 血Aal-ξ g 
_w피 .. bOIOW ...，..，잉ve chemical environment cxists 따.A5.l-e， g 

"""'" "'" -'‘ .n mA7.l -e, g 

f이찌a‘"'" ""'"잉~of m.A8.1헥 e 
-어，reeI Ul.A9.1-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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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GAlL Iù￥xt， O빼lIer Vß 에셔 명가펀 구조훌 및 기기 저지대얘 대한 

갱년열화 판리 프로그댐 (계속) 

_l!I&<tI - - Item Namber iø. 
c..백삐ltmt 

... 톨 .. 찌훌nα 
MIR-훌 ..... t &빼a&m 

GAlι Recu‘-d 
<lroq]o ø;매 때."，.. 01 ‘ ... ",-,"", 01 No DI.A6.1-a, b. c. ‘l 
$Wm빼 ..... ‘빼1j 

_ incbdno< "" .. 1'"훌ti ~th 

."""'"ι ..... .... 01 ... ‘’‘d ã>e stt‘.，....야 ILA6.2-0 

...J .. 얘s‘ IÞ_‘ Fm::IUS Army lLAS.4-a 
@"φαM윌tg c‘lVitation. ar애 cap 01 Eqpncas 

ιt" .. tl’ --야13nd 
n홉h빼훌훌t* 

<lI'OqI s: Iinon cra:k inltiation and w‘ 'I!!r cheaisby No IIlAü-b _ã>e IÞ SCC; 훌>11，al뼈Ino d 

b‘ 0I_ã>e _b1..,.,J 
.. """"" αIIt찌 ... ’-노，.) 

<lroq]o I-~ ~ B 메 CIadÓI‘ã>e .. Mo.nγ ’‘n N。 DLAl.h 
......." 야odI w빼S ..... ‘’‘ obrink‘’: 따.A2.웅· 

aæp, ...J 1ILA3.&-. 
이 ......... ~←. 
flß\Iu .... a ‘ 따A63-. 

<lroq]o H ~ l용 Cracks._‘ StIU<I1eS No, W_ 1be DLA1.I-h 

-‘ ... 해" kiA m nxntom‘ __ 0I1be Ill.A2.I-h 

"""""'" ..... ‘껴icant’， IILI3.I-h 
.,... due ‘。 허-... m.A5.1-h -- n‘’litcring Iß.A7.l-h 

α.......， ID.A8.1-f 
따.A9.1-h 

<lroq]o H융g Rtductkn in 않 ....... No, ff wltIIin Ibe ID.AU• ... 녕 ..... ... 녕‘""'- lIIIriIøinO ...... oI d‘ m.A2.1-j 
φ .. IÞ "'"빼，，" --’s ID.A3.1• ...... """""" stru"' ... m..A5.1-j 

S삐"'"녕 ..... """"-‘ Ill.A6.1-g 
π......， llIA7.H 

따A8.1-g 

1ILA!l1• 
GmπB1응 .... 뼈mol p1ant spec:ific Ye‘ ro"ny m.Al.l-j 

"""'"‘e 해’‘th"피 α-‘ d DI.A2.1-j 
-싸lS due .. """""'" thet m..A3.1-j -- a∞011""뼈d 1D.A4.1τ 

temperature limits m .A5.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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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GAlL Report, CI1aPte< VII 얘서 명가된 구조율 및 기기 지지대에 대한 

갱년열화 판리 프로그햄 (계속) 

-- A힘 .. ......... 1 __ 며 .... m 
。..... li - _t @매ltWl 

GAU. I'q<gnl Rfo ... uen웰od 

Groupo 7, ~ Iinon @‘:k inlti‘ ..... 피 Pbmt_ Yes DlA72-b 
휠 ... 빼 빼훌 .. 5∞; IIlA82-b 
... 0/ π빼훌i빼 빼 .. 
to crevke cmusim 

c.a..빼빼* 훌g빼 .. 

AB Groui>o' _’‘ A훨객.0/ 뼈빼썼$it Stn-.s Nα ü.에뻐nthe Ul.B1.1.4-. 
n톨u& .. 4 훌dn' """""" IK훨kIM찌g _ofthe m.at23-. 
bOII‘며 .... 야 ‘ .... 8 1IlBl.1 ... 
........ 펴iqJ.셉S ........... DJ.B2.2-a 
--‘ ..... im빼1$훌 møu-a 
p‘i 벼뼈 ’‘ ..... III.II32-a 

"""""""" "" 1D.B4J-. 
IIl.B42-a 
III.B43-a 
IIl.Bil-. 
lIIll6.앙1 

Groupo B1.L Blι """"""'" Ia에 ... 'ILAA eVaIU*d in y ... n.v. DLBl.1.1-c 
훌ld 81.3: lSl훼"" _(a.B 힐~&“:e witb 10 nLB1.2.1-c 
u'"야 .... ; 빼뼈'" k야 .... 억，..;s CFR 5Ul(c) 
boits aOO w잉d‘ OXi>ISl 

AIl Groui>o' -' I싫001 π훌뱉rial due Boric acid corro없1 ”。 Dl.B1.1.1-b 
.... 퍼"'" .. 넙"" '" bmc ‘'" 1DB1.2.1-b 

bOIIS "퍼 - """""'" 1IlBl.1-b 

m띠BB341l--bb 
따Bi1-b 

Groupo Bl.l，밍Z Loos of_ due ISI N。 mm.l.l-a 
짧삐 BI.3 엇I힐'" "' ........ ‘'"'"피 m.at‘1.웅a 
n홉nIg￥ 훌dn' CCI'I'OSiOn; Ioss rl 따Bl2.1-a 

bOII“‘kIS. spring π1I!ChaniCal functicn IIl.Bl .2.2-a 
빼‘iers. gUideS, due to cmosion. 
앙여". 없'!d vilnti하i <is띠_ dirt, 
i삐"""" -"ζ 
Groups 8 1.1 삐gh CnK:k initiation 어'" B이ting integrity No DI.Bl.l.2-a 
strength Iow‘，u，쟁 .rowth φ，， 10 앉;c 

b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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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GAIL Report, ch쩍lIer vn 얘서 명가된 션기 기기에 대한 정녕영화 판리 
프로그햄 

Allnlrl!lfecl/ 
A영 .. - llem Number In 

C빼X .. 톨nl k빼』“‘ .. -Mil 흩j톨b 
R뼈 .... 톰* ø.. ‘-훨예 GA1L --- Dg1IdaIion duelo -의 Ye‘11M VI요1-0 

*뼈.c:tlo -- @뼈_01 

10CFRn49 -- 려κtric Muμlg1뼈 

errwuai.ent매 

tF빼싫-“dEQ) .............. 
EIedriaOl _ ... &에 ....... g* A뻐훌 ----a앓 No VlAl -a 
ua.~싫isnot -- ........ f<Ir 
g뼈""10 a ..... liii0q eloctricalcobι .... 
11lCFRSO.49 l!Q .-..1빠 ... 10톨톨 01 ‘··훌Iion， not 
.. 밍 ........ -- ....... '" 

-‘ 10 ，빠@삐 l0cmÐ.49 EQ 

‘ 뼈뼈X에t a뺏"" lt홉빼빼& m야 ....... 
_ .... 찌bY 

.-ω""'"‘야j 

..... 훌훌뼈뼈 01 --g(뼈d’ ...，싸@a@i ma찌 
sensìti'π ...... 피b 

oolyl 01 .....,;c‘ 

--‘""""" 
aXidIIIim; mcisture --- - A빼" ""'" ....... N。 VIAl-b 

""" .. """'"‘-.‘ π"""'" f<Ir 
'"'"‘"""αation dis<껴k혀b‘ eloctricalc앙>Ies 

이πuits oot 51.뼈'" .... 뻐훌‘ orlo훌， 01 ‘ ...... 
to 10ClõR50.49 EX:! dieIeCtriC sb'e1ith ins잉SIn‘""'"‘""""뼈 ... 
requirements that leadng to r뼈"'" 상rcuits not 얹뼈ec:t 
ore 잊f“，tive to 많; eIeCtriCaI t삐lure tol()(;FR;O‘.49 EQ 
r어lCtiOn in """'" bY -conducta ÎIlSI.띠Iion -싸""""""삐b 
reslslanCe "''''"'뼈쩌"， 01 

"""""'. 
radiation-Î1뼈"'" 
없빼a히00; rooisture 
intrus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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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GALL R뼈1ft， Chap따 VII 에서 평가된 전기 기기에 대한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 (계속) 

Aging Effect/ 
Aging Further 

ltem Number in 
Û)mpo뼈lt 

Mecl퍼피sm 
h뻐nagement Eva1uation GAU.. Prosuams Recommended 

Inaccessible Fonna디.011 of wa따 Aging management No VIAl-c 
mediWTl-voltage n훌s; 10대파ed m명뻐n for 

I (2kV to 15 kV) dar뼈ge lea벼ngto inacces업.ble 

I cables .(e.g., insta\l어 electrical f;하lure medium-voltage 
in ∞n빼t or direct (br려때뻐lof cables not subject 
h피ed) not subject insulatioo) ca.펴ed to 10CFR50.49 EQ 
to lOCF뼈.49 EQ by moisture req'띠I훌nents 

r핵버I빼nents intrusioo and water 
trees 

Electrical connec따S corro외αlof Boric 없d cosso혀on No VIA2-a 

Ila따 sRll비뻐@.4t9 m EQ 
αlIUleCtOr contact 
surfaces ca벼ed by 

I쩍비뼈뼈1ts that inl뻐하011 of borated 
are exαlSed to water 
bora뼈 water 
l빼찍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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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운영허가 갱신과정에서 제기된 

기술적 이슈 

제 1 철 서 론 

새후운 원전을 건껄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율 혜쇄할 경우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동 충 원 

전올 젤계수명보다 연장하여 운영하면 큰 경제척 이득을 기대할 수 었다. 이러한 필 

요성으로 NRC는 1991년 10CFR54률 제정하여 운용허가 갱신을 위한 법적 장치률 

마련획였다. IOCF짧4가 개발되었을 때， NRC s떠ff 은 피동 구조물， 계통 및 기기 

(SSCs; Stru야ures， Sys뼈lS， and Corr뼈nents)에 대한 노후화 영향만 제외한다면， 

현행 허가기반(current licensing basis)과 규제 절차가 원전올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유지하는데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OC짧54는 격납건물， 탱크， 배관 풍과 

같은 혜동 구조물과 기기에 대한 노후화 영향을 관리하는데 초점올 맞추고 었다. 

lOCF뾰4의 제정으로 미국의 사업자들은 운영허가 갱신율 신청하게 되었고， 이미 

C려veπ αffs 및 Oconee 발전소의 운영허가를 최초 셜계수명 이상으로 연장해 주었 

다. 영국 또한 C려der H려1 1, 2, 3, 4호기 와 Chapelcross 1, 2, 3, 4 호기 둥 대부분 

의 마끄녹스 원전들이 최초 셜계수명을 초과하는 운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NW:는 운영허가 기간동안 허가 당시의 운영허가기반과 이후 추가로 부여된 규제 

요건올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영되던 원전이 운영허가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안전 

성올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술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당 

시의 홈영허가기반만을 운영허가 갱신을 위한 허가기준으로 이용할 경우， 낙후된 그 

리고 흉분하지 못한 허가기준으로 운영허가를 갱신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또한， 

운영허가 갱신을 신청할 당시의 운영허가 기반으로 운영허가 갱신을 평가할 경우 과 

도한 시셜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하게 되어 경제적 이점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자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한 최적 절충점을 찾아 운영허가 갱신의 기 

준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77-



한변， 어떠한 경우에도 젤계수명올 초과하여 원전의 운영허가를 연장해 주기 위해 

서는， 설계수명을 초과하여 운영되어도 원전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계수명 

올 초꽉하여 원전이 운영될 때 안전성에 큰 영향올 미치는 주요 기기들， 즉， 구조물， 

계통 빛 기기들(SSCs : stm따res， sys뼈1S， and compαlents)이 규명되고 이들의 

건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 기의 원자력발전소에는 수천 개의 기기가 있으므로 

한정됨 자원을 가지고서 수명 연장올 위한 평가률 수행하기 위해서 평가대상 SSCs 

를 신홈하게 선정하고 중요도롤 서열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NRC는 운영 

허가 챔신을 위한 추가고려 사항으로서 경년열화(age-related ~힐adation)에 민감한 

안전성 주요 기기의 션정， 장수명 운전율 위한 운전절차 보수 검사 및 교체계획 둥 

을 고빼하고 었다. 본 장에서는 C머.veπ 대ffs 1&2 호기와 Oconee 1, 2 & 3 호기의 

운영허가 갱신 신청서에 대한 NRC 의 안전성평가보고서 (Safety Evaluation Report; 

SER)휠 검토하여 여기에서 제기된 기술적 이슈들올 정리하고자 한다. 

제 3 절 C떠vert Cliffs 1&2 에 대 한 SER 

Ba뼈more Gas and Electric Com맹ny (BG&E) 는 l됐년 4월 Combustion 

Engin뼈ng 이 셀계한 핵중기공급계통 (NSSS)률 이용하고 있는 C머vert Cliffs 

Nuclear Power Plant (CCNPP) unit 1&2 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갱신을 신청하였으 

며， 2뼈년 3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허가 갱신올 숭인 받았다. BG&E 가 제출한 

운영허가 갱신신청서 (LRA) 에는 10 CFR 54.21(a)(1) 과 10 CFR 54.21 (a)(2)에서 요 

구하합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년열화관리 검토대상이 되는 계통·구조물·기기 (SSC) 

의 목붐과 해당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랩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목록은 전년도 보 

고서에 나타나 있으며 개괄적 항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Component suppαts commodity group 

2. I1ping segments that provide structural support 

3. FtIel handling equipment and other heavy load handling cranes 

4. Ftimarγ containment structure : concrete, structural steel, architectural,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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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t-tensio:마19 sys따n， ba않nat and containrnent liner, 없manent ca찌tysea1 

rlng, trisα퍼wn phosphate baskets, ernergency sump cover and screen) 

5. 암Urbineb띠l마19 structure : concrete components, structural st않1 components, 

따하útectural ∞mponents， unique components 

6. I$take stru다따-e conα-ete components, structura1 st외 components, 

하하ntectur려 cαnponents， unique components 

7. :Nfisc메aneous 없따 and v，머ve enclosures 

8. A뼈퍼arybt피ding and 잃fety-related dies려 generator bt피버ngsσuctures 

9. Reactor α)()lant sys따n 

10. 뼈tor 없sure v'였S 때d ∞ntrol el없없t 며ve mech때빼'elec떠C려 

sys빼1 

11. Iteactor vess밍 intern려s syst없1 

12. A:뼈피하yil뼈:water sys빼1 

13. Ohemic외 하ld volwne control syst많1 

14. Qomponent α빼19 sys때1 

15. 없取ess어 ær sys따n 

16. Oont려nment is이ation group 

17. don뼈nment spray syst없1 

18. 돼앓l 뼈 oil system 

19. 파nergency di않el gen없tor systern 

20. EI뼈water syst없1 

21. F)ire protection (FP) 

22. A뼈liary b띠lding heating and ventilation syst밍n 

23. Rrimary containment heating and ventilation syst뼈 

24. Oontrol room and dies러 generator buildings'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pnditioning syst많1S 

껑 M머n st없n， st없n generator blowdo뼈， ex얀a다ion steam and nitrogen and 

lWdrogen systems 

26. Nuclear steam supply system sam미ing system 

27. ~벼ation monitoring sys뽀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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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eψ 비ection sys뼈1 

29. S~twater system (ultirnate heat si따) 

30. S얹vice wa'따 system 

31. S뼈lt fuel pool c∞Hng system 

32. C뼈않 : 맑'Ou뼈 by service 뻐d ins빼.tion 

33. 

34. Enjvironmenta1ly qualified equiprnent 

35. 

운염허가 갱신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뻐.c s댔 은 없&E 가 제출한 운영 
허가 챔신 신청서훌 검토한 안전성명가보고서(SER)률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명 

가된 경년열화 관리 덮그랩， 정비 행위와 검사절차 둥은 현재의 프로그랩으로 충 
분한 갯들도 있고， 프로그램이 부재하거나 부족하여 연장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행 

해야할 것들도 있다. NRC staff 은 경년열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운 

영허가j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어떠한 처치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연장 

운전어11 1 들어가기 전까지 (CCNPP unit 1 은 2014년 7월 31일 자정， unit 2 는 2016년 

8월 13멜 자정) 신설 혹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랩에 대한 요약 목록올 표 

3.1에 나타내었다.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 관련 규정에 의하여 BG&E 는 갱신 운영허 

가 가 밥급된 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SAR) 개정판에 적철한 변화률 부가하여야 

한다 fsAR 은 10 CFR 5O.71(e) 의 지침에 따라 표 3.1 의 각 항목에 대하여 개정 
이 이추·어져야 한다. 

제 3 절 Oconee 1, 2 & 3 에 대한 SER 

Du샤e Power Company 는 Bobcock and Wilcox (B&W) 가 셜계한 가압경 수로형 

(PWR~ 핵증기공급계통 (NSSS)을 채택한 Oconee 원전에 대하여 BG&E 와 유사한 

운영허 j가 갱신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1됐년 7월에 Oconee 1, 2, 3 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껴신을 신청하였다 NRC 는 2때년 3월 안전성평가서 (SER)을 제출하여 긍정 
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에 따라 운영허가 갱신이 허락되었다. 이 안전성평가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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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Duke 당1ergy Corp. 은 다음 SSCs 에 대하여 경 녕 열화관리명가 (aging 

man~빼풍nt review, AMR)를 수행하였다.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진 계통의 경 

우 그 중 일부만이 열화명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열화평가 

대상이j 되는 component를 나열하였다. 

1. CQntainment Structure 

2. R없따or C∞，lant Syst앙n Mech빼cal Components and Class 1 Component 

S니.ppo:πs 

3. E빼ineered Safety Feature Sys때lS 

3.1 ∞nt빠unent heat removal sys뼈1 

3.~ con때nment isolation system 

3.$ 없뺑밍1CY core coo빼g system 

4. A뼈퍼ary Sys따ns 

4.1 a뼈뻐y systems 

4.~ process au생liaries 

4.$ HVAC 

4.4 post-accident hydrogen control 

4.$ re때['0∞l뻐t pump motor oil collection sys빼1 

4.$ reactor c∞lant system vents, 아삐s， and instrument lines 

4.1 Keowee hyl마따etric station (on-site emergency power source for ONS) 

4.$ s없ndby shutdown fa뎌때 

4.$ essential siphon vacuum system and siphon 않려 W하er system (ONS 

specific feature) 

4.10 다rilled water system 

5. S~eam and Power Conversion Systems 

6. S빼ctures and S따ctura1 Components 

6.1 a뻐iliary b뻐dings 

6.2 earthen embankments (ONS s야cific feature) 

6.~ intake structure 

6.예 Keowee structures (비상전원으로서 ONS s야cific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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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reactor b버l이ngs int앙nal structure and the unit vent stacks 

6.17 turbine building 

6.8 yard structures 

6.ß pi야 supports 

6.~O essential siphon vacuum building and trenches 

7. 퍼ec비때 Components 

위 } 목록에 있는 계통올 이루는 부품 중 tank, pipe, nozzle, tubing, valve body, 

따때야k， mech때C머 e뼈lSlon J빼 orifice, p빼 casing, v허ve 넓les， cover, 

press삐-e-re없ining 001바19 와 같이 피동 부품만을 AMR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RCP 빼 같이 능동 기능올 하는 기기에서도 pump casmg 과 같은 피동 부품만을 대 

상으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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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s LgRdA야1 System Co아，m따pone윈nts 
Aging 

Program Program Description 
Me다tanism 

3.1 \ Component Piping supports, General corrosion. Additional 배판 지지대훌 포함한 13 
SU)χ1야ts cable raceway loading due to Baseline 계흥툴옹 ASME x1 가동 

supports, HV AC hydra비ic Walkdowns 충검사 (ISI) 대상이 아니 
ducting supports, vibration or 다. 따라서 Additional base 
eqwpm앙lt water hammer, line walkdowns융 실 시 해 
SU)짜1Orts， frames loading due to 야한다. 
and 앓뼈les (inside th맘n허 

con따1πt때a허inm야lentπt)/LOC expansíon. stress 
A restr외nts corroslon 

cracking (SCC) 
of high strength 
b이ts 

3.1 : Component E1astomer vibration E1astomer Plant 지진검충 프로책르 철과 쩨 
~ ISu혈lOrtS isolators hardening ’111여ification 어싫 HVAC air han버er톨 

지지하는 진흥 격리기외 현 
채 상태가 허용가능하지 않 
융율 발견. 받생채 격리기 
를 스프링 타잎 격리기로 
교쩨 채획 

3.1! Cαnponent Cable raceway G앙leral corrosion Preventive 몇 가지외 PM 작업용 륙 
I ISupports SU)야1Orts， HVAC Maintenance 청 갱년옐화 기구의 영향훌 

duc다ng suppoπs， (PM) 핫도륙 수청되어야 한다. 

equípment sUPPOrts Checklists 이러한 검사는 피확 퇴화， 
률질 손실， 혹은 기타 경년 
멸화얘·외한 퇴화 현상율 
발견하기 위한 검사요건융 

쩨시할 것이다. 
3.1 !, Comp아lent Piping supports G윈1앙'ai corrosion PM pr<쟁ram 위 외 PM 창조. s없lt fuel 

Su비l매l빼찌)0아ts CMN-I-I02) α101 뼈피nerali쩌· 그리 고 

Repe디tive 펼터와 판련된 배판 지지대 
Task 에 대한 잠재척 용산누설에 

10672001 의한 부식 발견 프로그햄 

3.2 i Cranes. Reactor vessel Corrosion due to Boric Acid 재장전 기간동안 용산누설 

Reactor c∞，Iing shroud boric acid Inspection 과 부식/산화훌 감시하기 

~ IVessel structural support Program 위하여 (a) reactor vessel 
I
1 

IC∞>ling members (BACI) c∞ling shroud anchorage 
Shroud Program to the reactor vesse1 head, 

<ì\IN-3-301) (b) al1 reactor vesse1 coo1i 
ng shroud structura1 supp 
ort members 에 대한 검사 
를 구체화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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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j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3.2 Fue1 C하bon steel parts General corrosion Repe디tive Sec디on 3.1 의 PM 
Har찌ling’ of spent fuel cask Tasks 프로그램 참죠. 
C때nes. hanclling crane (m여ified to 
Reactor (SFCHC>. 띠ar e않xp미띠Ilic디마itly 

C∞Ilant crane (PC). intake present 
II<RCS) structure ínspectíon 

semí-gantry crane requírements 
<ISSGC>. purge 
V려ve 앉haust 

monorail hoist. and 
re;:κtor vesse1 head 
lift rig 

3.3A Containme Containm앙lt Prestress losses Con따lt뻐ainment 기 촌외 tendon lift-off forc 
nt tendons Ter피on e curve 는 1OCFR50.55a 

Proced따'eS (b)(2)(ix>(J3>에 명시핀 인 
자훌 감시하고. prestressin 
g forces 의 경향에 대한 
허용기훈융 척용하며. AS 
ME section IWL 에 명 시 
원 척철한 교청행위톨 취합 
으로써 연장운명 기간동안 
prestress level 요건융 반 
영하도확 째명가되어야 한 
다. 

3.3A co아ontπtainme Containment General corrosion Containment Containment Tendon 

Ilnt tendons Tendon STPs 는 3.3A 참조 
STPs 

3.3A Containme Grout under Weathering Containment Containment Tendon 
ilnt tendon be따ing Tendon STPs 는 3.3A 창조 

plates Proced따'es 

3.3A Containme Embedded G윈leral corrosion Structure 기능의 척철생 걸청융 륨고 

nt steeVrebar within and System 감톡기판이 범위 혹은 계획 
the containment Wa1kdowns 으로부터 벗어나도륙 하는 
wall and dome 지칭융 추가해야 한다. 

3.3A Containme Steel components Gener려 corrosion Structure 기능의 척철성 결정융 톱고 

nt outside the and System 감독기관이 범위 혹은 계획 
contaínment Walkdowns 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structure 지첨융 추가해야 한다. 

3.3A Containme Refueling pool Intergranular Structure 기능의 적절성 결청율 룹고 

nt liner and stress corrosion and System 감독기관이 범위 혹온 계획 
permanent cavlty cracking <IGSCC) Walkdowns 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seal ring (PCsm 지첨을 추가해야 한다. 

3.3A Containme Dome Commitment Evaluate Baseline inspection of con 
nt only; not credited Baseline tainment structures 는 어 

for aging Inspection 떠한 결빙-해동에 의한 손 

management results 상도 의도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증명하는데 이 

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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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3.3a Turbine Caulking and Weathering Caulking Turbine building 에 사용 
building sealants that do and Sealant 되는 방수 및 밀용제가 의 

not function as Ins야ction 도된 기능융 수행할 수 있 
fire barriers Program 는 수훈으로 조건이 유지되 

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이툴 

얘 대한 요건， 규명지청， 검 
사주기， 허용기준율 째공하 

는 새로운 CCNPP 방수 및 
벌홉-쩨 검사 프로그댐이 시 
행되어야 한다. 

3.38 Turbine Carbon st않l General corrosion Structure -ISσucture and Sys따n Wa 
b띠l벼ng components and System lkdowns Program 용 sec디 

Wa려빼lk‘생dφow빼ns 。n 3.1 창초 

3.3디 Intake Caulking and Weathering Caulking Caulking and Sealant Insp 
Structure sealants that do and Se외ant ection pr。맑없n 용 section 

n야 function as Inspection 3.3B 창조 
flTe barriers Program 

3.3C Intake Con<π'ete of Aggressive PM PM ta허‘s 톨용 혐째 포함 
Structure fluid-retaining chemical attack program 하고 있지 않용 age-relate 

walls and slabs (MN-I-I02) dd앵radation mechanisms 
R야월itive (ARDMs)과 혐쩨 검사하고 

Tasks 있지 않용 기기톨융 포함하 
도륙 개션되어야 한다. 

3때 Intake EmbE잊dded G윈1하려 corrosion PM PM ta하‘S 톨용 혐채 포합 
Structure steeVrebar of Program 하고 있지 않은 륙갱외 ag 

fluid-retaining (MN-I-I02) e-related degradation mec 
walls and slabs Repetitive hanisms (ARDMs)과 현재 

Tasks 검사하고 있지 않용 혹정의 

기기롤율 포함하도혹 개션 

되어야 한다. 

3.3디 Intake Sluice gate wire Crevice corrosion, R안letitive Section 3.1 의 PM 프로그 
Structure rope and ch려n microbiologically- Tasks fOr 햄 참조. 

assemblies induced corrosion Ins야ction 
(MIC) and pitting of Sluice 

Gates 

3.3d Intake Carbon steel General corrosion Structure Structure and System Wa 
Structtπe components and System lkdowns Program 온 secti 

Walkdowns on 3.1 창조 

Miscellaneo Carbon steel Gener려 corrosion Structure 범위와 주기적 구조성능평 

us Tank & components and System 가의 제어훌 구체화하도록 
Valve Wall‘ downs 개선되어야 한다. 
Enclosures 

- 85 -



표 3j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3.3E Au찌liary SFP storage racks Loss of Analysis of (a) 연장운전 기간동안 Car 
Building neutron-absorbin Neutron borundum 과 Boraflex 조 
and g material Absorbing 건 감시훌 위한 시료채취 

SRlSBO Material in 간격의 척절성융 재평가해 
Buildings Spent Fuel 야 하고， (b) SFP 로 부터 

Storage 시료패킷 제거 일정수립 과 

Racks 정율 상쩨히 하도륙 프로그 

(Engineering 랩율 개선해야 한다. 
Test 
Procedure 
86-0:짧) 

3.3E A따U뻐Y Caulking, sealants, Wea야1앙ing Caulking Caulking and Sealant Insp 
Building and expansion and Sealant ection Program 용 section 
하ld joints that do not Inspection 3.3B 창조 
SRlSBO function as fire Program 
Buildings b하꺼앙S 

3.3E Auxiliary Carbon steel General corrosion Structure Structure and System Wa 
Building compon앙ltS and' System lkdowns Program 온 secti 
and W떠kdo“쩌lS on 3.1 참조 
SRlSBO (MN-1-319) 
B띠ldings 

4.1 RCS PP, PUMP and Therm려 Cast Thermal embrittlement 영 
PZV (surge nozzle embrittlement Austeru다c 향융 받는 기기톨 규명합으 

safe end) Stainless 로써 이 영향융 판리할 수 
Ste잉 있는 프로그햄율 새로 개발 
(CASS) 해야한다. 

Evaluation 
Program 

4.1 RCS PP, PZV, and SG SCC/IGSCC and CCNPP CCNPP Alloy 600 Progra 
HX pnn삐ry water A1loy 600 m 용 재장전 기간애 RCS 

stress corroslon Program 노률얘 대하여 검사훌 수행 

cracking 한다. 이 프로그랩온 RCS 
(PWSCC) nozzle thermal sleeve 와 r 

on-pressure boundary 기 
기훌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 

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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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4.1 i RCS pp. CKV. CV. Fatigue Implementati Fatigue Monitoring Progra 

ERV. SG HX. on of m (FMP) 은 11개외 가장 
MOV. PUMP. Fatigue 제한적인 위치훌 션청하여 
PZV. and RV Monitoring 피로훌 감시하고 었다. RC 

(EN-l-300) P. MOVs. 그리고 pressuri 
zer RVs 에 대한 피로해석 
융 1회 수행하여 혐행 FM 
P 에 포함펀 기기 혹은 파 
도혐상으로 채한되는지 불 
석한다. 만약 채한되지 않 
으면 현행 FMP 에 이툴융 
추가해야 한다. 또한 NUR 
EG/CR-5704 의 관채식 융 
이용하여 환경영향도 고려 
해야한다. 

4.1 ! RCS Sm돼 bore piping Fatigue Age-Rela뽀d ARDI 프로그햄은 다융율 
Degradation 포함혜야 한다; 예상되논 
Inspection 경년옐화 영향에 기초한 검 
(ARDI) 사시료 크기 결청， 예상되 

는 경년열화 영향과 기기외 
기농장실 컬파에 기초한 채 
흥/기기얘셔외 검샤위치 규 
명， 정년얼화의 영향율 고 
려한 효파객인 검사기슐 
(허용기준 포함) 결쟁， 초사 
결과외 폴석절차， 수용합 
수 없는 발견훌의 해결철 
차. ARD 의 진행율 강시하 
기위한 후속 검사에 대한 
뭘요성 명가. 

4.21 RPVs and RPV Alloy 600 SCC Alloy 600 Alloy 600 Program온 압력 
Control components Program 경계롤 이쭈는 기기뽕만 아 
Element 니 라 모든 Alloy-600 기 기 
Drive 훌 대상으로 포함하도륙 개 
Mechanism 정되어야 한다. 
s 
(CEDMs)/ 

: IElect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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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j3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RPVs and RPV Neutron CCNPP CCNPP 는 RPV 재료의 성 
CEDMνEl embrittlement Comprehensi 질변화와 중성자속 정보훌 
ectrica1 ve Reactor 얻기위해 각호기당 5개의 

Vessel 시료캡슐융 가지고 있다. 
Surveillance 현행 CRVSP훌 다옴과 갈 
Program 이 개정해야 한다; 캡슐율 
(CRVSP) 꺼내는 일청 개선한다， 최 

총 캡슐이 55년쩨 이 전에 
꺼내지면 BG&E논 원자로 
압력용기 충성자 환경조건 
융 썰청해야 한다， 최총 웹 
슐이 55년쩨 이전애 꺼내지 
연 BG&E는 충성자 혹갱기 
훌 셜치하여 RPV 얘 대한 
충성자속융 추척한다. 

RPVs and PZV (RPV), Fatigue ImpI야lenta다 CEDM/RVLMS 기 기에 
CEDMslEI CEDM, TP on of 대하여 피로혜석율 
cctri혀I <RVLMS) Fatigue 수행하여 혐행 FMP 대상 

Monitoring 기기률애 외혜셔 
(EN-l-300) 째한되는지 확인하도륙 

FMP 가 개청되어야 한다. 
RPVs and RVLMS fIanges Wear Installation RVLMS-2는 W않r톨 
CEDMslEl and associated of the 방견하는 프로그랩으로 
ectriCI피 components Flexible 신뢰활 수 있다. RVLMS 

Heated 하우정융 채결합활 때마다 
Jucntion Grayloc 훌랩프， RVLMS 
Thermocoup 폴랜지， 판련 불트 및 너트， 
Ie in the 밀용 폴러그에 대한 시각객 
Reactor 검사훌 시행하도륙 하는 
<RVLMS-2) 조항율 RVLMS-2 에 

포함시켜야 한다. 
4.3 RVI CEASB (shroud Commitment Ana1ysis of BG&E 는 청상 및 셜계기 

bolts only) only; not credited CEA Shroud 준사고 조건에서 CEA shr 
for aging Bolts oud 와 연료봉청 렬핀(FAP) 
management 의 기능이 수행되는데 있어 

셔 CEA shroud 볼트가 필 
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BG&E 는 이롤 검증하기 
위한 해석을 수행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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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팩.1 CCNP 

4.3 '1 RVI CEASB (shroud Stress relaxa디on， ARDI 연장운전기간 중 어떠한 A 
b이ts only), CSTR SCC Program RDM이 기기의 의도된 기 

(tie rods, nuts, and 농에 영향율 주지 않는다는 
set screws only) 것융 충명하는 해석이 훌가 

능한 ARDMs 툴율 검출하 
고 판리하는 방법으로 AR 
DI 프로그램융 신뢰한다. 
ARDI 프로그랩용 혐앵 허 
가기간 총료 전에 수행되어 

야한다. 

4.3 RVI CEASB (shroud Therma1 aging Delta Feπite CASS 로 안률어지 RVI 
as똥mbly tubes Ca1culation 기기툴애 대하여 delta ferr 
only) for CASS ite 합량융 조사하여 허용 

Components 가농한 기훈값과 벼교해야 
한다. 계산결과 therma1 agi 
ng 이 있올 것으로 나타나 
연， 이 기기률옹 CASS Ev 
a1uation Pr，앵ram 에 의 혜 
서 판리되어야 한다. 

R찌 CEASB (except HiKh cycle ISlof ISI Progr하n용 3.1 컬 창조 
spanner nuts, tabs, fatigue ASMEC여e 

shroud b이앙， Section XI 
retention blocks, Components 
and shaft retention 
pins) 

4.3 i RVI As applicable Commitment ISI of IASCC 는 RVI 애 일아날 
αlly; not c뼈ited ASME C여e 만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for aging Section XI 되고 있으나 BG&E 는 RV 
management Components I 기기가 IASCC훌 일으키 

기 쉬운지 판단하기 위혜 
산업 계 연구훌 흉하여 판련 
자료훌 계속 모으고 있다. 

연구결과가 만들어지연 NR 
C 에 제공하기로 합. 

4.3 i RVI CEASB (except Neutron ISI of BG&E 는 RVI 기기가 neu 
spann앙 nuts and Embrittl‘mtent ASME Code tron embritt1ement 훌 일 
tabs) CS, CSTR, Section XI 으키기 쉬운지 판단하기 위 
CSB (except upper Components 해 산업계 연구훌 용하여 
flange) , CSC, CSP, 관련 자료롤 계속 모으고 

FAP, Fuel 있다. 연구결과가 만률어 

Alignment 지면 NRC 에 제공하기로 
Plate/Guide Lug 함. 

Insert, LSSB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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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d cclW 
4.3 ~VI ESG (guides only), Wear ISI of ISI Program.옹 3.1 절 창조 

CSB (upper flange ASME Code 
only), CSBA, FAP, Section XI 
Fuel Alignment Components 
Plate/Guide Lug 
Insert (g버de lugs 
and guide lug 
inserts only) , HDR, 
UGSP 

4.3 RVI CS (plates and Low-Cycle Low-cycle 노심으로부터 나오는 감마 

ribs only), CSTR Fatigue fatugue 선애 의한 가열로 인해 기 

(디e rods, nuts, and an허ysis of 기 훌이 thermal fatigue훌 
set screws only), components 겪 게 된다. CCNPP 1&2호 

CSC, CSP subject to 기는 RVI 얘 척용되는 AS 
gamma ME 코드외 피로해석 철차 
heating 가 개발되기 전얘 껄계되었 

다. ASME 국드의 피로혜 
석 규청융 사용하여 RVI 
기기에서 피로의 영향이 척 

철이 판리되는지 충명혜야 
한다. 

4.3 RVI CEASB (양πoud Stress relaxation Stress CEA shroud bolts 와 CST 
bolts 0띠y)， CSTR Relaxation R {tie rods, nuts, and set 
(tie rods, nuts, and Analysis 양rews)용 쳐용 셜치훨 때 

set screws only) 부하훌 받용 채 셜치되므로 
부하가 없어지면 스트래스 

가 이완되어 구조에 이상이 

생길 수 었다. 이러한 총휴 
의 기기는 각각의 스트레스 

와 방사션 초건애서 이러한 
ARDM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것융 충명하는 명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5.1 Auxili강y Class ’HB’ PP Crevice corrosion. AFW 지충배판얘 대한 새로운 프 

Feedwater General corrosion, Buried Pipe 로그랩온 AFW 배판율 포 
(AFW) MIC. Galvanic Ins야ction 합하고 배관이 모든 현행인 

corrosion and Program 허가기반(CLB) 죠건하에서 

Pitting 계몽압력경계률 유지할 수 

있음올 보장해야 한다. 

5.1 'IIAFW Class ’HB’ PP Cavitation erosion ARDI ARDI 프로그햄온 4.1절 참 
Program 3'::. 

5.1 IIAFW CVs Crevice corrosion. ARDI ARDI 프로그램은 4.1절 참 
General corrosion .IProgram 3ζ‘-

Pitting 

5.1 AFW Class ‘EB’ and Crevice corrosion .IARDI ARDI 프로그램은 4.1철 참 
’HB ’ PP. CKVs. General corrosion . I Program 3‘ζ-

CV s. HV s. and Pitting 
Turb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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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5.1 AFW TK. PP. CKVs Crevice corrosion. ARDI ARDI 프로그햄온 4.1철 참 
and HVs General corrosion. Program s:. 

Pitting 

5.1 AFW SVs Elastomer ARDI ARDI 프로그햄은 4.1절 참 
degradation and Program ~‘ζ-

Wear 

5.1 AFW Pump Turbine Crevice corrosion. PM PM 프로그랩용 3.1철 참 
General corrosion. pr앵rarn 조. CCNPP Technical proc 
Erosion corrosion. (MN-I-I02) edure TURB-Ol. ’ Auxiliar 
Pitting utilizing y feedwater pump turbine 

AFW pump ov하haul" 에 따라 터반융 
turbine 분혜하여 손상융 검사합. 
overhaul 
and AFW 
pump 
turbine 
govemor 
valve 
overhaul 

5.1 AFW TK (No. 12 CST) Elastomer Structure Structure and Sys떠m 
d월p-adation and Systejm Wa11‘down 프로그램용 

Wa1kdowns 3.1컬 창조 
(MN-1-319) 

5.2 Chemica1 It밍ns with boric Cre찌ce corrosion ARDI ARDI 프로그랩용 4.1컬 창 
and acid or borated and Pitting Prograrn 조 

V여ume water intema1 
Cαltrol envíronments 
(CVCS) 

5.2 CVCS Letdown HX shell Cre피ce corrosion ARDI ARDI 프로그랩용 4.1 컬 참 
side and Pitting Program 조 

5.2 CVCS CKVs and CVs Wear ARDI ARDI 프로그랩용 4.1철 창 
Program 조 

5.3 CC PP. automatic Crevice cOTTosion. ARDI ARDI 프로그랩옹 4.1절 참 
vents. CKV s. CV s. Pitting Program :1ζ-

HVs. PUMP 
casings. REs. RV s. 
SV s. TEs. TIs. 
TICs. TKs 

5.3 CC PP Erosion cOTTosion ARDI ARDI 프로그랩은 4.1절 참 
Program 조 

5.3 CC PP. CKV s. CV s. General cOTTosion ARDI ARDI 프로그랩온 4.1절 참 
HVs. PUMP Program 3ιζ-

casings. RVs. TEs. 
TIs. TKs 

5.3 
II
CC Automatic vents. Selective leaching ARDI ARDI 프로그램은 4.1절 참 

CVs, HVs, RVs, Program s:. 
SV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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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5.3 CC CKVs, CVs Wear ARDI ARDI 프로그랩올 4.1절 참 
Proj;tram .3‘~ 

5.4 Compresse Containment General cOTTosion ARDI ARDI 프로그랩온 4.1절 참 
d Air pene갑ation portion Program .3‘~ 

of the plant air 
subsyst밍n 

5.5 Containme Components Crevice cOTTOsion, ARDI ARDI 프로그랩은 4.1절 참 
nt Isolation expo앙회 to treau최 Gener허 cOTTOsion, Program 조 

Group water or gaseous and Pitting 
(CIG) waste 

5.5 CIG Components Crevice cOTTosion, ARDI ARDI 프로그랩용 4.1절 참 
exposed to well General C。πosion， Progr하n 조 

water MIC. and Pittinj;t 
5.5 CIG CKVs, RVs, HVs Wear ARDI ARDI 프로그햄용 4.1껄 창 

Pro~ ~ 

5.6 Co아n따lαtainme PP, CKVs, CVs, Gener껴1 cOTTOsion, ARDI ARDI 프로그랩용 4.1절 참 
nt Spray FEs, FOs, HVs, Crevice cOTTOsion, Program 조 

HXs, MOVs, arxν'or Pitting 
PUMPs, RVs, TEs, 
and TIs 

5.7 DFO Buried PP Cre벼ce cOTTOsion, DFO buried 지중빼판 검샤얘 대한 새로 
General cOTTOsion, P1pe 용 프로그햄온 DFO률 포 
Galvanic ínspection 황하고 연창운전 기간용안 
C아TOsion， 뼈C， program 혐행인허가기반(CLB) 조건 

and Pitting 하에셔 경년열화외 영향이 
효과척으로 판리되고 었융 
융 보장해야 한다. 

5.7 DFO DFO TKs 찌feath하ing Structure MN-1-319 는 3.1철 창조 
and Syst려m 
W허kdowns 
(MN-I-319) 

5.7 DFO DFO TKs Crevice cOTTOsion, Tank 연료오일의 배수 검사/제어 
General cOTTOsion, Intema1 는 ARDMs훌 최소화하는 
Pitting, Fouling, Inspection 좋은 방법이지만 system w 
and MIC Program a1kdowns 동안 탱크 내부 

면에 접근할 수 없다. 따라 
서 경년열화의 영향이 효과 
적으로 판리되고 있는지 확 
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Tan 
k Intema1 Inspection Prog 
ram 이 필요하다. 이 프로 
그랩은 주기척으로 FOST 
내부를 검사하게 되고 다음 

사항올 포함해야 한다; Am 
erican Petroleum Institute 
S tandard 653 에 따른 FO 
ST 내부검사， ASTM D-l 
186 에 따른 탱크 내부 피 
복두께 측정， NACE RPOH 
8 에 따은 탱크 피복내부의 
동공 및 구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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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Emergency EDG c∞ling wat앙· Erosion corrosion ARDI ARDI 프로그랩온 4.1절 창 
Diesel pJpmg Program 3ζ-

Generator 
II<EÐG) 

5.81 EDG EDG exhaust Erosion corrosion. ARDI ARDI 프로그랩온 4.1절 창 
muff1ers P뼈.culate wear Program 조 

erosJon 

5.81 EDG EDG 얹haust Fatigue ARDI ARDI 프로그램온 4.1켈 창 
piping ar‘d exhaust Program 조 

muff1ers 

5.81 EDG EDG starting G윈leral corrosion. ARDI ARDI 프로그램온 4.1갤 참 
ACCs. jacket Crevice corrosion. Program 조 

water exp하lSJOn and Pitting 
TKs, DFO day 
TKs, and 밟ip 

TKs with th잉r 

associated TK 
lev리 switches, 
HVs, 바ain σ'aps， 

양haust 때ping and 
mufflers, and 
c∞>ling water 
pJP1ng 

5.81 EDG EDG fuel oil day MIC ARDI ARDI 프로그랩용 4.1컬 창 l 
TKs, 며ip TKs, Program 3‘~ 
and their 
associated TK 
level switches 

EDG EDG starting air Wear ARD1 ARDI 프로그랩온 4.1절 참 
(SA) dr허n σ'aps Program 초 

5.8 EDG EDG SA and General corrosion. Clean and MPMl3000 온 EDG SA, 
combustion 밍r Crevice coπ'Osion， Inspect EDG CA 홉업 계홍 배관 내부표 
<CA) intake piping and Pitting Air St와t 면의 퇴화훌 발견하는데 신 

Distributor 뢰있게 사용될 수 있다. 그 

and CKVs 러나 배관의 corrosion을 
(MPM13α)(}) 검사하고 밸브 안에 배판부 

식이 진행되고 있융을 나타 

내는 파편이 있는지 조사하 
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5.81 EDG EDG lube oil "Y" General corrosion, Clean/ 검 사항목률은 “ Y" strainer 
straíners Crevice corrosion, Inspect 2B, 내부표연의 퇴화를 발견하 

and Pitting lB, and 2A 는데 신뢰 있게 사용될 수 
EDG Lube 있다. 그러나 “Y" strainer 
Oil "Y" 내부표면에서 corrosion의 

Strainers 정표률 확인하도록 개정되 

and Baskets 어야 한다. 
<MPMI3003, 
MPMI30여/ 
MPMI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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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5.8 EDG EDG SA and CA General corrosion, Disassemble, 1'1PM07α)6온 EDG SA 계 
intake piping and Crevice corrosion, 1I nspect and 통 CKVs 내부표연의 ARD 
SA system CKV s and Pitting Overhaul 1'1s의 영향융 발견하는데 

EDG CKV 신뢰 있게 사용훨 수 있다. 
(l'IPM07α)6) 그러나 이 MPM 온 배관의 

부식율 검사하고 밸브 안에 
배판부식이 진행되고 었융 
율 나타내는 파편이 있는지 
조사하도륙 개갱되어야 한 
다. 

5.8 EDG EDG SAlCA Genera\ corrosion, Inspect EDG l\-IPM071l7용 EDG SAlCA 
intake piping, EDG Crevice corrosion, Air Intake intake 뼈ping 내부표면， E 
int와e filt업"S and and Pitting Filters DG intake filters 와 muff\ 
int와‘e muff\ers (l\IPM071l7) ers 의 내후표연， 그리 고 E 

DG intake filter 외 외 부표 
연얘셔 i휴식외 영향율 발견 
하는데 신뢰생 있채 사용훨 
수 있다. 이 MPM 용 연철 
배환애서 후식외 정죠도 검 
사하도륙 재청되어야 한다. 

5.8 ! EDG EDG SA and CA General corrosion, Inspect EDG l\IlPMl3002는 EDGSA 와 
intake PP Crevice corrosion, Air Start CA 홉기채용 배판내후 표 

and Pitting Va\ves and 연외 후식외 영향융 발견하 
Filters 는데 신뢰 있게 사용훨 수 
(l'vIPMl3002) 었다. 그러나 이 MPM 용 

배판의 푸식융 검사하고 밸 
브 안에 배판부식이 진행되 
고 있용율 나타내는 파편이 
있는지 조사하도륙 개청되 
어야한다. 

5.8 I EDG EDG exhaust Gen하a\ corrosion, Perform l\IIPM13110용 EDG 배 기 
piping and Crevice corrosion, Visual 배판과 머플러의 퇴화훌 발 
muff\ers and Pitting Examination 견하는데 신뢰성 있게 샤용 

for EDG 될 수 있다. 이 작업온 부 
Exhaust 식의 중거에 대한 검사훌 
Components 요구하고 있다. 이 MPM 
(새i\IPMl퍼3110) 온 EDG 배기 배관과 머플 

러의 외부표면에서 피로의 
징후를 찾아보도록 개정되 
어야 한다. 

5.8 EDG EDG SA and CA Genera\ corrosion , IRemove i\IPM01125는 EDG SA 와 
intake PP Crevice corrosion , IRelief Valve ,ICA 홉기계흉 배관내부 표 

and Pitting Test and 연의 퇴화률 발견하는데 신 
Reinsta\l 뢰 있게 사용될 수 있다. 
(~IPM01125 ) 이 MPM 은 배관의 부식을 

검사하고 밸브 안에 배관부 
식이 진행되고 있옴올 나타 
내는 파편이 있는지 조사하 
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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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5.91 FWS MOVs and TEs Erosion corrosion ARDI ARDI 프로그햄용 4.1절 참 

Program 3ι-

5.9 i FWS PP, CKVs, HVs, General corrosiol'l, ARDI ARDI 효로그랩용 4.1절 창 
MOVs and TEs Cre에ce corrosion, Program 초 

and/or Pitting 
5.9 ! FWS PP Low cycle fatigue Evaluation CCNPP 는 FWS, PZR surge 

of the lir훌 charging/l야iown lines 
therπ1려 얘셔외 Low cycle fatigue 의 
fatigue 영향융 명가하기 위해 EPRI 
effects on 와 협력하여 새로운 프로그랩 
systems 융 시작하였다. 이 명가는 피 
rE져umng 로에 민감한 위치훌 규명하기 
agmg 위한 산업체가 재벌한 방법혼 
manag윈nent 융 객용하고 있다. FWS 와 
review for 판련된 명가는; 피로에 민감한 
license 기기톨 규명한다， SG 급수노 
renewal 룰 메이터톨 활용하여 예상된 

피로가 LR 에 허용가놓한지 
그리고 연철펀 ANSI B3Ll 
배활외 예상 피로훌 정채갯는 
지 철청한다， 연장 운영기간 
홈안 a.s로 로 정계지어지는 
기기률애 대한 환경영향융 명 
가한다， ASME Section XI A 
따g떠ixL 에 재시된 αB 로 
경채지어지지 않는 기기툴에 
대한 피로해석율 이용하여 혜 
석용 수행한다， NURECνCR-6 
$얘서 고려된 기기/위치에 
대하여 SECY -9)-245에서 이 
꿀어낸 결론툴융 다후어 명가 
한다. 

5.9 FWS PP Low cycle fatigue Implementati 4.1 철의 FMP 창조 
on of 
Fatigue 
Monitoring 
(EN-I-300) 

5.9 FWS CKVs Erosion corrosion PM 3.1 절의 PM Program 참조 
Program 
(MN-I-I02) 

5.10 Fire Pipe, fit디ngs， Crevice corrosion, ARDI 4.1 절의 ARDI Pr，앵ram 창조 
Protection flanges, studs, and General corrosion , IProgram II(FP) nuts Pitting 
Auxiliary Damper seals Elastomer ARDI 4.1 절의 ARDI Pr，앵ram 참조 
Building degradation, Wear Program 
Heating 
l'Ind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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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AuxiIiary Ducts, HXs General and ARDI 4.1 절의 ARDI pr앵ram 참조 
Building Crevice corrosion, Program 
Heating Pitting 
and 
Ventilation 

5.11A Auxili하y Fans Dynamic loading Structure 3.1 철의 MN-319 창조 이 러 
Building and System 한 ARDMS융 발견하는 것과 
Heating Walkdowns 판련된 항목이 추가되도혹 기 
and (MN-1-319) 혼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Ventilation 

5.l 1A Auxili따y Duct flexible Elastomer Structure 3.1 철의 MN-319 창조. 이 러 
B띠l버ng collars degradation, Wear and System 한 ARDMs율 방견하는 것과 

IIH빼ng W머kdowns 관련펀 항목이 추가되도륙 기 
하ld (MN-1-319) 존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Ven1디lation 

5.11A AuxiIiary Duc앙， HXs Gen앙a1 and Structure 3.1 철의 MN-319 참조. 이 러 
Bui\ding Crevice corrosion, 하ld System 한 ARDMs융 발견하는 것과 
Heating Pitting Wa1kdowns 관련된 항목이 추가되도륙 기 
ar펴 (MN-1-319) 존 철차가 개션되어야 한다. 
Ventila다on 

5.111 Auxiliary C∞Iing coil Crevice corrosion, ARDI 4.1 절외 ARDI pr명ram 창조 

BuiPrimary internal surfaces Pitting Program 
Containme 
nt Heating 
and 
Ven디lation 

5.111 AuxiIiary Piping, HVs, General corrosion, ARDI 4.1 절의 ARDI pr맹ram 참조 

BuiPrimary MOVs Cre피ce corrosion, Program 
Containme MIC, Pitting 
nt Heating 
and 
Ventilation 

5.1 11 AuxiIiary HVs 찌rear ARDI 4.1 철의 ARDI PI명ram 창조 
BuiPrimary Program 
Containme 
Int Heating 
and 
Ventilation 

5.l H Control D없nper se려S Elastomer ARDI 4.1 절의 ARDI PI맹ram 창조 
R∞m and degradation, Wear Program 
Diesel 
Generator 
Buildings 
HVAC 

5.1 1 Control Damper, ducts, General corrosion ARDI 4.1 절의 ARDI Program 창조 
Room and fans, filters, HXs Crevice corrosion, Program 
Diesel MIC, Pitting 
Generator 
Buildings 
H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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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5.11q Control fans Dynamic loading Structure 3.1 철외 MN-319 참조. 이 러 

Room and 하삐 System 한 ARDMs융 발견하는 것과 
Di앓l Walkdowns 판련된 항목이 추가되도륙 기 
Generator (MN-I-319) 존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B버ldings 

HVAC 

Control Duct f)exible Elastomer Structure 3.1 컬외 MN-319 참초， 이 러 
Rα>m 히삐 collars d명radation， Wear ar삐 System 한 ARDMs융 발견하는 것과 
Dies밍 Wa1kdowns 판련펀 항륙이 추가되도혹 기 
Generatc:π (MN-I-319) 존 절차가 개션되어야 한다. 
B버ldings 

HVAC 

5.114 Cαltrol Damper, ducts, General corrosion, Structure 3.1 컬의 MN-319 참￡ 이러 
Room ar넙 f하lS， filters, HXs Crevice corrosion, ar찌 System 한 ARDMs융 발견하는 것과 
Dies밍 뼈C， Pitting Wa1kdowns 판련됨 항묵이 추가되도륙 기 
G윈lerator (MN-I-319) 종 캘차가 채션되어야 한다. 
B띠ldings 

HVAC 

5.12 Main Piping, CKVs, General corrosion, ARDI 4.1 철외 ARDI pr뱅ram 창죠 
Steam, CVs, HVs, ACCs, Crevice corrosion, Program 
Extrac디on encapsulations, Pitting, Erosion 
Ste윌n， FOs, HXs, MOVs, cOTroSlon, 
Nitrogen & TEs, and TKs Cavitation 
Hy밟ogen’ 앙'Osion， Selective 
Contpresse leaching, W，않r 
d Air, 
CVCS, 
FWS, 
Chemica1 
A<k피디어1 

5.13 NSSS HXs, HVs, and Crevice corrosion ARDI 4.1 절외 ARDI Pr맹ram 창조 
Sampling SVs and Pitting Program 

5.131 NSSS CKV s in the gas Elastomer ARDI 4.1 절의 ARDI Program 참조 
i ISampling retum line to degradation Program 

containment from 
the Post-Accident 
Sampling System 

5 떠 NSSS pp 하ld Va1ves in Fatigue Implementati 4.1 철의 FMP 참조 
Sampling the RCS hot leg on of 

sampling line Fatigue 
Monitoring 
(EN-}-300) 

5.141 Radiation PP, HVs, and CVs General cOITosion , IARDI 4.1 절의 ARDl Progr없n 참조 
Monitoring Crevice corrosion , IProgram 

and Pitting 

5.1 51 SI All SI System General cOITosion , IARDI 4.1 절의 ARDl Program 창조 
device types Crevice corrosion , IProgram 

and Pitting 

5.151 SI Rec미i따rπ띠Clω띠u비11a때tion MIC ARDI 4.1 절의 ARDI Progr.때1 참조 
header PP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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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ß.l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5.1터 SI Refueling water SCC ARDI 4.1 철의 ARDI Program 참 
ta바‘ (RWT) Program 조.RWT 판흉부에서 SCC 에 
penetrations and 대한 검토결과에 기초한 손상 
associated welds 되기 쉬운 RWT 관흉부 위치 

가포함됨 

5.l!:l SI PP and valves in Fati밍æ En때n밍gin않'ring 현재 손상된 SI 채용 배관혜 
the safety injection Review of 씩에 혈생흥화로 i휴가되는 스 
tank (SIT) CEOG Task 트혜스훌 포합하고 었지 않다. 
injection mode R야lOrts BG&E 는 산업쩨외 Task Re 
f)owpath related to απts 얘 대한 Engineering re 

NRC 찌ew훌 끝내고 펼요한 보완조 
Bulletin 치융시행해야한다. 
88-08 

5.1$ SI RWT penetra디ons scc Engineering RWTs얘셔 scc가 얼어나기 
and associated Review of 쉬운 부훌용 보용 가시잭 검 
wleds SCC at the 사톨 위한 접근이 훌가농한 

R~π、 곳이다'. BG&E 는 RWT 판흉 
Penetrations 부얘셔의 scc 얘 대한 공학 

적 검토훌 완료하여， 구명으로 
부터 나요는 작용 양외 누셜 
융 검훌하는 것으로 썰채기준 
조건 하얘셔 구죠척 건전생이 
위협받기 전에 SCC훌 쩍절히 
판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혹용， RWT 판풍부와 판련 용 
첩부위가 ARDI 프로그랩에 
포합되어서 SCC 때문에 허용 
할 수 없는 퇴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융 충명할 것이다. 

5.1$ SI RWT penetrations SCC Structure 3.1 철의 MN-319 창조. 
and associated and System 
wleds W허kdowns 

(MN-I-319) 

5.1$ SI RWT perimeter Weathering Structure 3.1 절의 MN-319 참조. 
seal and System 

Walkdowns 
(MN-I-319) 

5.H Saltwater Intemally lined PP, Crevice corrosion. ARDI 4.1 절의 ARDI Pr，앵ram 창조 
(SW) BSs, CKV s, CV s, Galvanic corrosion, Program 

HV s and PUMPs General corrosi아1， 
lVllC, Pitting, 
Selective leaching 
and Elastomer 
degradation 

SW Shell side of the Crevice corrosion. ARDI 4.1 절의 ARDI Progr없n 참조 
CC and SRW HXs General corrosion. Program 
and susceptible and Pitting 
areas of the Unit 
1 plate an'd frame 
H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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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5.161 SW Internally linE퍼 PP, Crevice corrosion, ARDI 4.1 철의 ARDI pr명ram 창조 
AVVs, CKVs, G윈R머 corrosion, Program 
CV s, FEs, HV s, ~nc ar피 Pitting 

L RV s, TIs, and TPs 

SW Int윈11외Iy lim퍼 PP, Crevice corrosion, PM 3.1 철외 PM Pr명때n 창조. 
BSs, CKV s, CV s, G려.vanic corrosion, Program 이 PM tasks 훌용 현재 포 

HVs and PUMPs Gener퍼 corro잉on， (MN-I-I02) 합하고 있지 않용 경년옐화 
MFι par히αIate For affected 판련 퇴화기구 (ARDMs)와 
wear eI"OSlon, components 현채 검사하고 있지 첼·용 
Plttir땅， ar띠 기기률융 포항하도확 개션 
Elas뼈ner 되어야 한다. 
뺑r업ation 

5.161 SW ECCS pump room Crevice αlJTOSÌl때， PM 3.1 캘외 PM Pr명ram 창￡ 

허rc∞，Iers Gener허 α>rrOSÍαL Program 이 PM tasks 톨용 혐쩨 포 

MIC, ar념Pitting (MN-I-I02) 합하고 있지 않용 경년얼화 
판련 획화기구 (ARDMs)와 For affected 

components 혐쩨 검사하고 있지 않용 
기기톨융 포함하도혹 재션 

되어야 한다. 

SW SW system b이디ng Gener허 con뼈m Structure 3.1 컬외 MN-319 참￡ 
and Sys뼈n 

W허kdowns 

(MN-I-319) 

5.17! SRW PP, CKVs, CVs, Crevice corrosiαL ARDI 4.1 철의 ARDI pr명때n 창조 
FEs, FOs, HVs, 하ld Pi뼈19 Program 
PUMPs, REs, RVs, 
TEs, TIs, TKs 
subject to cre.vice 
corrosion and 

pitting 

5.1~ SRW PP including Erosiα1 Cαrosion ARDI 4.1 철외 ARDI progr하n 창 
non-SR portions of Program 조. ARDI 프로그햄의 수행결 
SRW piping 파는 영향율 받용 기기가 연 

ser.ving turbine 장운전 기간동안얘 의도된 피 

building loads 동적 기능율 지속척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조쳐훌 결갱하 

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5.1 SRW PP, CKVs, CVs, 않ler퍼 corrosiα1 ARDI 4.1 철의 ARDI pr명ram 창 

HVs, PUMPs, Program 조. ARDI 프로그햄의 수행결 
RV s, TIs, TKs 과는 영향을 받은 기기가 연 
subject to general 장운전 기간동안에 의도된 피 

corroslon 동적 기농을 지속척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조처롤 결정하 

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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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5.171 SRW cv s. HV s. and Se!ective !eaching ARDI 4.1 철의 ARDI program 창 

PUMPs subject to Program 조. ARDI 프로그램의 수앵결 
S리ective !eaching 과는 명향융 받용 기기가 연 

장운션 기간동안에 의도된 피 
동척 기농옳 지속객으로 수행 
하는때 필요한 조쳐훌 철청하 
는쩨사용되어야한다. 

5.17 SRW PUMPs Gener퍼 αlrTOSion， SRW Pump PUMP-15톨 이용하여 SRW 
Crevice con없m Overhaul 펌프외 gener허 corrosion, 다f 
하xl Pitting (PUMP-15) 까ce con형iorν'pittir땅융 검사 

한다. PUMP-15 는 펌프 부품 
애셔 챔식， 마요 그리고 기쩌 
척 손상융 검사하도혹 지시하 
고 었다. 이 절차는 명프 채이 
싱파 푸싱에셔외 general corr 
$뼈l，Cl핸ice COITO혀mν'pittin 
g 검사톨 포함하도륙 71청훨 
것이다. 이 철차는 어떠한 정 
후가 발견되면 Systern 뼈ine 
er애재 알려고 멸요하연 후홈 
융 ，jl체하도혹 하고 있다. 

SFPC Diaphragm HV s Ru바lerdegr혀ation ARDI 4.1 철외 ARDI pr명ram 참초 
pro맑am 

5.181 SFPC SFP 뼈niner퍼izer 않ler3.l colTOSion R야>e디디ve 3.1 철외 PM Pr명때n 창조. 
and filter Task 이 반북작업용 벼ic acid 0쩌T 

106π!001 os뻐i 의 징후훌 검사할 것융 
명확혀 요구하도륙 개청필 것 
이다. 

5.18 SFPC SFPC PUMPs ca꺼tation er뼈아L R야>etitive 3.1 철외 PM Pr명때n 창조. 
Ero히α1 CαTOSÌon Tasks 이 반복작업용 검사 요건옳 

α)6π'>JX1l’ 명확혀 채시하도륙 개청훨 것 
α>67200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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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Crw 

6.1 Cables EPRlXLPE Therm외 a퍼 Cables BG&E 는 연장운전 기간동안 
insulated power r때iative effects Aging 캐이훌휴에 대한 관리훌 다옴 
cables Insulation Manag윈nent 과 갈이 할 것이다， • 열적 
EPRαLPEαLPO resistance r혀uction Program 경년열화 (thenn외 aging)가 
instrumentation of instrumentation 장 얼어나고， ethylene-πopyle 
cables in critical cables ne-ru바Jer(타>R)/crossli따.ed 
servlce p이yethylene (XLPE) 로 절연 

되어 전력전당에 이용되는 캐 
이롤은 갱년옐화관리 프로그 
랩으로 감시된다. 이 프로그랩 
온 케이훌외 기농이 상실되기 
전애 교체훨 것융 보장뼈야 
한다， • 따)R끼X:LPE로 철연 
되어 천력전달에 이용되는 채 
이롤로셔 척납용기 내후애 었 
으며 상호상충작용객 배erm외 
and radiative 갱년업확가 잖 
얼어나논 케이톨용 경년옐화 
관리 프로그램으로 감시된다. 
이 프로그램용 채이톨외 기능 
이 상설되기 션에 교쩨필 것 
융 보창혜야 한다. EPR/X 
LPElcrossli마.ed p이yolefin 
(XLPO)으로 캘연되어 충대 

한 역합융 하는 계혹채이톨용 
철연저항 감소가 얼어나기 랩 
다. 이 것온 기폰의 MN-I-21 
1 instrument c해바ation α"og 
때n 으로 판리된다 .• 4KV 
SW 및 SRW 휩프얘 연결된 
EPR 쩨이훌 총단용 얼객 
경년열화가 일어난다. 이 
것용 기존의 EPMs 04α)()， 
04α>3， 05135 에 의해서 관 
려된다. 

6.2 Electrical Battery Electri대1 stressors, PM 3.1 철의 PM Pr명ram 창조. 
Comm여iti tenninals/charger General απrosiαl Program 이 PM tasks 들은 현재 포 
es and inverter 없1d Wear (MN-l-102) 합하고 있지 않온 경년열화 

cabinets Certain 관련 퇴화기구 (ARDMs)와 
exJsting 현재 검사하고 있지 않온 
repetltlve 기기률을 포함하도록 개선 
tasks 되어야 한다. 

6.2 Ele다rical Breaker cabinets Elec벼cals뾰ssors， PM 3.1 절의 PM Program 참조. 
Commoditi Wear, and Fatigue Program 이 PM tasks 들은 현재 포 
es (MN-)-102) 합하고 있지 않은 경년열화 

Ceπain 관련 퇴화기구 (ARDMs)와 
existing 현재 검사하고 있지 않은 
repetitive 기기들올 포함하도록 개선 
tasks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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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CN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개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6.2 R발ectric뼈허iti Bus cabinets E1ec미때1 s뾰ssors， PM 3.1 절의 PM program 참조. 
Wear, and Fatigue Program 이 PM tasks 둘용 현재 포 

(MN-I-102) 합하고 있지 않온 경년열화 
Certain 관련 획화기구 (ARDMs)와 
existing 혐채 검사하고 있지 않은 

repetitive 기기률옳 포함하도록 개선 

tasks 되어야 한다. 

6.2 EClOeIcn미m대o벼~ti Bus cabinets 밍ecbical stressors, PM 3.1 철의 PM Pr명ram 창￡ 
Wear, and Fati밍le R행때n 

es (MN-I-I02) 
New 
repetitive 
ta잉‘s 

I 6.2 Elec미cal Motor-control E1ecbical 짧-essors， PM 3.1 쩔외 PM Pr앵때n 창￡ 
Cαnm()(퍼d cabinets 뼈n리S Wear, Fati믿뻐 하피 program 이 PM tasks 률용 현재 포 
es 마때nict잃예ng (MN-I-I02) 합하고 있지 않용 정년옐화 

Certain 판련 퇴화기구 (ARDMs)와 

양isting 혐재 검사하고 있지 않온 

repetitive 기기률융 포함하도륙 개션 
tasks 되어야 한다. 

6.2 Electrica1 Motor-control E1ectrical sσg양s， PM 3.1 철의 PM Pr명때n 창조. 
Comm여iti cabinets 뼈ne1s Wear, Fatiguξ 하퍼 Program 
es Dynamic 1야뼈ng (MN-l-102) 

New 
repetitive 
tasks 

6.2 Electrica1 Misce11aneous E1ecbical stressors, PM 3.1 철의 PM program 창죠. 
Comm여i디 panels Wear, Fatigue, and Program 이 PM tasks 툴온 현재 포 
es 며때피c 1얘ding (MN-I-I02) 합하고 있지 않용 경년열화 

Certain 판련 회화기구 (ARDMs)와 

exísting 현채 검사하고 있지 않용 

repetitive 기기률융 포함하도록 개선 

tasks 되어야 한다. 

6.2 Electrical Miscellaneous E1ecbic외 stressors, PM 3.1 절의 PM Program 참조. 
Comm여i디 panels W양IT， Fatigue, 하1cl Program 
es 어때rnic loading (MN-I-I02) 

New 
repetitive 
tasks 

6.2 Elec미C머 Local control 터ec미C외 stressors, PM 3.1 절의 PM Program 참조. 
Commoditi station panels Wear, Fatigue, and Program 이 PM tasks 들은 현재 포 
es Dyn없nicl없ding (MN-I-102) 합하고 있지 않온 경년열회 

Certain 관련 퇴 화기 구 (ARDMs)외 

existing 현재 검사하고 있지 않은 
repetítive 기기틀올 포함하도록 개선 

tasks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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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CCI‘~pp 연장운전 시작 전에 신설fJH정되어야 하는 프로그램(계속) 

6.2 Elec미ca1 Loca1 control Elec미C허 stressors, PM 3.1 철의 PM Pr명때n 창조. 
Comm여i디 station panels Wear, Fatigt월 하피 Program 
es 파때nicl∞dir핑 (MN-I-I02) 

New 
re다~itive 

tasks 

6.4 Instrument Small bore PP, Qmditions 싫verse ARDI 4.1 철의 ARDI pr맹뻐n 창 

Lines tubing, fittings, to quality in main Program 죠. 

HVs and proc좋ss 파뚱S 

non-pressure 
sensmg 
instruments 

6.4 Instrument Instrument line General corrc잉여I ARDI 4.1 철외 ARDI program 참 
1.ILines supports 하피 E짧omer Program 조. 

harder삐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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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장 갱년열화 명가에서 PSA 활용 

채 1 철 셔흔 

규제기환이 원천의 수명연장융 위한 검토학업융 수앵항 예 가장 언져 찌시하여야 

혈 사항용 빨천소의 어떠한 푸훈융 검토항 것인가라는 철용얘 대한 당이다. 셰료 건 

셜되거나 훌견펴는 항천소얘 이 질문융 객용한다연 예우 간단하다. 축， 안천에 환현 

왼 모를 계흥 빛 기기가 검토의 대상이 원다 그러나 져난 æ 혹온 40년 풍안 안전 
하게 운전희어 용 방션소에 때하여 객용할 때에는 모톨 찌홈 맺 기기를 대상으로 검 

토하는 것이 메우 소모쩍이고 그혈 훨요도 었다. 수영연장용 뀌한 항갱소의 안전>lJ 

가 시 갱년옐화의 영향융 받는 안천환현 사항톨파 교체쩍어야 하는 기기 빛 부홈률 

에 대혜셔 검토톨 수앵혀논 것이 합리객이고 쩍쩡한 것이라고 훌단원다 규쩨기환이 

혹갱옐천소의 훌영허가 갱신 신챙훌 첩수항 즈용에 그 활천소는 이미 25 -40 년 풍 

안 안션하게 용션되어옹 이혁융 가지고 있어셔， 이 항천소의 운천경험용 다톨 앨천 

소의 용견청헝 빛 댁이터와 항찌 륙갱 강전소외 향후 안천생용 예혹하는대 펼요한 

신뢰생 높은 기초데이터로 사용훨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견에 영향올 줄 수 있 

는 발전소의 중요 부훈률온 규찌기판에 의혜셔 지욱쩍으로 감시회고 었으며 사업자 

또한 깨션시쳐 가고 있기 예문이다‘ 많온 경우， 규제기판용 규제져청융 작생하여 찌 

시하였고 사업자는 부용의 생능이 성놓쩌한 치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혹 조치훌 취하 

고 있다 예훌 률어， PWR 이차흑 냉각수외 방사농 준위훌 쩨한함으로써 중기발생기 

의 손상된 째판 수에 대한 허용기준용 제한경}고 있다 .. 01 예는 상채로 증기발생기의 
교째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즉， 규제기환은 이미 현 웅영허가 기간 동안 발전소의 안 

천성이 보장되도륙 조치률 취하고 있는 것이다. 수영연장율 위한 운영허가 갱신도 

이러한 규제기완의 정책의 연장션상얘 었다고 볼 수 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명연장 

융 위한 기술적 컴토와 안전성 재명가는 경년열화의 영향융 받거나， 새로이 교채되 

거나 혹은 새로아 성계된 기기와 구초울에 대해서안 수행하는 것이 척척할 것이다‘ 

훤천의 수명판리 대상 기기로서 앞셔 언급한 청년열화외 영향융 받거나， 새로이 

교체되거나 혹은 새로이 성계왼 기기들온 단수명 농동행 가기와 장수명 피동형 기기 

로 나놀 수 있다 단수영 웅동형 기기는 펑프나 모터와 같이 융칙이는 부풍올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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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톨 앙하며 융칙여야할 부홈이 융칙이지 뭇하연 판현재홍의 기능이 수앵되지 뭇 

하므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기는 일반척으로 후용외 교환이 가능하 

도록 셜찌되어 있으므로 갱버 및 교쩨가 용이하고 셜계수명이 상대쩍으로 작다. 장 

수명 피흥행 기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격납용기， 옐교환기 동과 갈이 고갱필 상태로 

기농융 수앵하며， 대후훈 원갱의 전 수명기간통안 교체가 예갱되어 있지 않다. 이러 

한 기기는 일반쩍으로 갱비 및 :;L세가 어협고 비용이 많이톨 앤더러 갱버 및 쿄쩨 

갱앵。l 없어 용찌빼철이 어허용 륙정융 가친다 학용원 풍온 고리l호기와 유사한 원 

자로형 및 수명융 갖는 미국의 Surry 원션에 혀용원 연앵운영허가기반융 비교 훌석 

하였다 이훌용 정롤에셔 ‘노후판리는 보수， 검사의 신회도확보 흉 사고예방조치톨 

쩌주로 하며 쿄체가 어혀훌 장수명 기기와 피동생비에 초청율 맞추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10Cl'1154에 기초한 운영허가 갱신 검토 시 놓톰 ￥훌훌 계의 

하고 있다. 능동 후홈용 mam양nance rUIe 인 l 0CFR50.ffi 에 의혜셔 규셰 받도륙 획 

어 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셔는 갱비규갱이 KINS 외 용식 규찌.a.건으로 희어~지 

않다. 따라셔 연장원 훌션기간 동안에 놓퉁 부홈율 어맹게 훌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 

혀가 반영되어야 한다. 발전소의 수명연장 인허가 시 놓흥￥홈에 대한 영가 및 판리 

땅법으로셔 확톨른쩍 안천생명가 (PSA)톨 이용합 수 있융 것으로 기대원다. 

채 2 철 정년혈화 명가에셔 PSA 의 활용생 

R야빼1istic safety A뼈뼈s (PSA) 는 노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었는 원자력밭 

전소얘셔 일어나는 사고얘 대한 확톨흔쩍 모옐이다， 따라셔 없A 는 노싱외 손상반 

도얘 초갱융 두고 있으며 그 이후의 진앵에 대해서는 판싱을 두지 않는다 반연얘 

Rφ뼈!istic Risk An빼밍s (PRA) 는 노싱손상사고 이후의 후속 경말과 보건에 대 

한 위뼈도 까지로 명가한다 

정년영화톨 고려한 PSA훌 수앵함으로써 기대항 수 있는 효과는 다용의 몇 가지 

로 갱려할 수 었다 첫째， 경년옐화 기여인자 들을 위뼈도 측연에서 본 중요성에 따 

라 셔열을 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갱년열확가 위뼈도 (riskl에 미치는 영향온 

Nuclear Plant Aging R엉earch αWAR) 표로그행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위해 

도에 대한 경년열화의 영향융 갱량객으로 고려함으로써 갱년열화 기여인자 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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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도 측면에서 본 중요생에 따라 서열융 갱할 수 있다- 갱년옐화 기여인자에는 경년 

옐화 옐 수 었는 능홈 및 피풍 기기와 경년옐화 기구 그리고 기기얘 갱년열화톨 얼 

으키찌 하는 요인훌이 포함원다 정년영화 기여인자 률의 위혜도 흑연얘셔 본 중요 

생에 따라 셔업을 갱함으로써 갱년옐확 관련 활동융 해빼도가 중요한 영역으로 집충 

할 수 있개 원다. 톨째， 위혜도에 대한 정년영화외 영향율 고려하연 정년영화훌 제어 

하는예 있어서 갱년옐화 판리 프로그명이 위에도 혹연에서 영마나 ~훌쩍인지 청량 

척으로 명가함 수 있재 원다 륙정 상황에셔 계획갱~l. 보수갱비， 운견시헝， 그리고 

상에감시 풍이 위예도 혹연얘셔 엉마나 효훌쩍인지 명가할 수 잊게 되는 것이다 더 

육이， 위혜도에 대한 기여도가 를 갱년영화 기여인자에 활흩훌 집중함으로써 청년옐 

화 훌리션략훌 정쩌쩍으로 만톨 수 있찌 원다. 씻째， 쩌혜도예 대환 경년영화의 영향 

융 고려항으로써 기기고장자효를 그 기기와 연후원 홉합척 위빼도를 명가할 수 있다 

는 쟁이다. 자료에 나타난 단엉 기기의 경년열화와 다충 기기의 동시 갱년혈확가 가 

지는 위빼도얘 대한 영향융 명가항 수 었다. 위빼도에 대한 기기외 갱년옐화 영향。1 

단순핵 더혜지는 것이 아니기 예품얘， 단영 기기외 청년영화가 뀌혜도에 마치는 영 

향용 미마할 수 있지만 다충 기기가 갇온 갱도의 경년영화톨 겪으연 위혜도에 대한 

영향이 극히 커철 수 있는 것이다 기기고장자료에 나타난 위해도에 대한 영향이 큰 

정년영화 기여인자는 우션순위가 높채 부여되고 연구냐 정년열화 양리 프로그엠아 

이러한 것툴얘 집충되어 었는지 확인할 핑요가 었다 

재 3 철 향후 연구방향 

본 년도에셔는 경년얼화 명가얘 PSA훌 활용하는 가농생과 활용도에 대하여 간확 

히 살펴보았다 다옹 년도에는 기기의 정년영화톨 명가하는대 있어셔 PSA률 활용하 

는 구체척인 방법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훨 것이다 차 년도얘 수행되어야 혈 연구내 

용융 갱려하연 다옹과 강다， 

(1) 경년얼화의 영향올 고려하는 PSA 방법론율 연구한다- 이러한 앵법으로서 청 

년옐화에 따른 PSA (A밍ng-D랴>endent PSA; APSA)에 대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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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A 와 기존의 PSA 의 차이갱 둥융 불씩하며 APSA 에 사용되는 기기의 

신뢰도모월융훈석한다 

(2) APSA훌 객용하여 갱년열확 기여인자훌 셔열화하는 방법융 조사하고 붙석한 

다. 이톨 이용하여 위혜도에 영향융 크게 주는 기기를 션정하는 방법에 대하 

여도 용석한다. 

(3) A없A 와 판련된 기슐척 이슈률융 조사용씩 한다 또한 APSA톨 이용한 방 

법과 미국의 뼈inter뻐lCe RUIe율 에쿄용섹 한다 

(4) APSA가 능흉기기에 혀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훈섹하고， 놓풍기기에 

혀용할 예 고려해야g 방법혼에 대한 제양융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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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 창 수명연장의 법채도적 검토과재 

채 1 철 셔론 

원선외 상업밭전융 척초흐 시도옛언 미국용 양단 연션의 셜찌수명율 정혜놓
고 

그 기간 중 총훌한 암전 여유도톨 확보하연셔 경찌생 있는 훌션이 가능하도혹 하
었 

다. 현쩌 세계격으로 셔땅앵 원7.}]응의 대i용품용 뼈년융 월7.}효의 썽찌수영야라고 생 

각혀고 있는혜 이는 논리 필연쩍인 것야라기보다 미국의 훌영혀가찌도에 의확
여 영 

향율 앵용 연혁쩍 시유로 보앙다. 

미국용 1!64년 원자력업융 제청하연셔 당시 일한혀 산업시쩔에 대한 허가
기간에 

25년임에 비하여， 원션의 갱우는 초기꾸자비용야 ~대하기 예톨에 후하자혼융
 희수 

혈 충훈한 희수기간이 영요하다는 의미에서 허가기간올 40년으로 컬갱하였다. 한연
， 

미국융 제외한 대부훈의 국가얘서는 앤션의 울영예 판하여 허가기간이라는
 것융 명 

시하지 앓고 있으며， 용영허가가 방급원 이후에는 각국의 사청얘 따라 단가
간의 허 

가갱신용 하거나 또는 현장검사톨 용하여 웬천의 안견성융 갱기척으로 확
인하는 형 

태로 되어:u다. 

현재 우리나라에셔는 여 • 야 의월 용흥으로 웬천의 운영허가기간파 운영허가
 연 

장에 대한 원자혁법개갱안을 양의충잉 것으로 얄혀지고 었다 원션의 수
명연장이 우 

리사희에 충요한 의미용 가지는 것용 지촉척으로 중가하는 천력수요에 대
쳐하기 위 

하여 자원번국잉 우리나라로셔는 생전에 대한 의존도를 놓일 수밖에 없
는 셜갱임얘 

토 훌구하고 강력한 반휠자혁의 훈위기로 인하여 신규원전후지훌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전의 수명연장율 도모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캉
구되고 있 

다 

이와 같이 원천의 운영허가기간이 영시되지 않옹 국가얘서는 현자로외 셜계수
명 

이 총료된 후에 왼전의 수영연장온 원자력엉령상 새로운 규채채도에 대
한 수요톨 야 

기하게 원다 왜냐하연 셜계단계얘서 미처 고려하지 옷하였댄 장수영 운천
 부붙에 

대한 검토와 가동기간 중에 방견된 설계의 부척합성 또는 새호운 규재현안
 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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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완조치가 필요하기 빼푼이다. 

제 2 절 미국의 훤천수명연장 

1. 미국의 원전 규쩨 째경 

미국의 훨천규제의 기혼구조는 1~년 수갱 윈짜혁법(42 U.‘s.C.<미합중국연방법 

규갱 f aln 이하 ‘웬자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렵되었다 그 당시 미국외 원 

자혁산업용 양견도상당찌에 었었기 예훌에 미국용 원자혁법 하에서 껴방월 기*만을 

활용하여 원자력양천찌찌에 확수하였다， 

그러나 원자혁업의 혹혀용 원자쩍융 안견하저 명화찍으료 이용하는 것이었 

다. 다딴， 그 당시 기슬이 미육하였댄 갱 예톨에 l잊i4년에 확법원 월'*력 안전 

규찌의 기본구조는 미국훨자혁위훨희1)에 대하여 팡범위한 권한이 푸여희어. ‘규 

제상 욕척융 당생하기 휘하여 위원회가 취하는 땅업용 위앤회의 셜협규칙에 엄 

격혀 따톨 필요는 없다"2)라고 하였다. 

원자혁법 및 1957년과 1않ì2년 수청명의 위임에 의하여 제청훤 AEC 규척에 

서 고려원 챔용 원자력양견기슐온 그 형생기에 있어서 채빨충의 기슐이라논 것 

이었다， 따라셔 기술이 생욱훨 예까지 입단 표준화톨 보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와 AEC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황 하에서 반륙엉색인 2 총휴의 인허가 갱쳐톨 필요로 하논 규제땅 

식이 고안되었다. 원션의 건설 및 운전을 앵하고자 하는 전력회사는 이러한 규 

쩨찌도 하얘셔 2가지외 다혼 인 • 허가훌 받아야 하였다 그 하나는 건설허가 

(CP)이며， 다흔 하냐는 올영허가(OLl이다(10 C.F.R. Part 밍). 

건설허가 단계에셔 신청자인 천력회사는 셜계예비자료훌 채출하며， 이에 대 

하여 최종설계의 약 10 - 15%얘 대하여만 건설허가가 부여되었다. 그 후 마해 

결의 기술객 문찌흥 해컬하기 위하여 훨요한 연구나 개발올 행하연셔 건성과 

1) AEC는 1m년 l월 19일 혜산되었으며. '1974년 얘너지채연업(42 U.S.C. Section 
5801 이하)，얘 의하여 앤짜혁규찌위원피(NRC)가 규져업우톨 인수하였다 

2) Siegel v. Atomic Energy Commission, 400 F. 2d 718, 783(D.C. Cir.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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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하여 설쩨톨 쟁친객으로 ~생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파갱용 ’갱진혀인 셜찌(de혀gn as you go)’로 양려졌다 컬 

국 항전소의 건설이 환생당찌에 。1르연셔 최총셜찌가 거의 양생되며， 
훈영허가 

의 생사에 툴어가연서 혀총셜쩨의 쩍tl-생융 명가하는 것이다 

웬갱의 초기 기슐깨양단계에셔는 천력업계가 개발충의 기슐율 도입하고
， 그 

러한 기슐융 객극 체때하였기 예문에 .1러한 2 단계의 규제방식용 최상의 방식 

으로셔 아주 척쩔하였다. 

그러나 원전의 껄계， 건셜， 용천애 환한 정앵이 혹척명에 따라 이러한 규찌
절 

차얘 판한 유효생 및 효율생이 용셰되기에 이료렀다 축， 기슐 및 업톨
객 판쟁 

에서 이러한 규제철차는 암천생이 경훌쩍었다고 지격획었으며， 또한 ’갱친
척 설 

계(de생gn-as-you-go)’라는 갱근방식용 다를 1!환으호 ’갱칭객 규찌’톨 낼생
시 

킨 월인이 되었다 

기슐혀인 판쟁에서 를 청우， 쩔찌 및 건생에 있어서 찍갱생외 척도가 윌 
명 

확한 기훈이 없었기 예푼에 견력업채는 항장 육표의 훌Il-셜생이라
는 사때에 칙 

연할 수밖에 없었마. 새로훌 인 • 허가조건의 추가 !E는 인 • 허가조건의
 연정융 

끌없이 안영하여야 하는 인 • 허가상외 훌앙쟁이 흉사일갱에 앵향융 
마쳤으며， 

컬국 전체객 코스트톨 중가시혔다. 따라셔 원천의 셜계표준화가 필요하
다는 생 

각이 짝트재 외었다， 

더우기 반욕형식외 인 • 허가 청차와 규찌요건의 수시 연경용 청푼갤차톨 
률 

안청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인 • 허가 정차장 청문용 2회 개최가 가동하
였다 

하나는 건설허가 당>11에셔， 또 하나는 용영허가 한계에셔이다 그러나 
현상쩍으 

로는 이훌이 져년 성격 예용에 그 어느 갱용도 일반외 외견융 유효하제
 활용할 

수 있는 시쟁에셔 개최훨 수가 없었다. 

록， 건설허가 단계외 갱푼에셔는 설계에 판한 자료가 극허 얼부안 찌
훌되어 

그져 명색만 갖출 !’이며， 게다가 운영허가 단계에셔의 갱문온 공사가
 거외 완 

성되어 연정이 설켈척으로 훌가놓한 단계에 이르러 앵해져 왔다 
1!179년 TMI 

원전사고 아후 NRC의 의뢰로 행해진 분석조사에서， 건셜허가 단계에서
의 첫번 

째 챙문온 ”타이멍이 너무 빠르기 때문예 유효생융 컬하며， 두번째
는 타이멍이 

너무 늦기 때문에 유효생융 절하고 있다”라는 붙석결파가 나왔다3). 

3) Nucl~σ Regulatory Commission speci피 Inquiry Group, Three Mile Island. A Repor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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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외 규제과갱에서 총항척으로 훌명된 것온 i’동총의 원전용 요칙 하나 앤” 

이라는 것이었다. 그밖에 인 • 허가 쩔차가 2단채로 되어 었융 앤만 아니라， 원 

자로 설계외 표훈확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빼문얘 건셜벼의 맹창훌 야기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셔는 수 10억 당러가 쭈자원 원천예 대하여 규쩨당국에 

허가를 방급하지 아니하는 사태도 망생되었다. 

한연， 미국의 일우 천혁회사는 원전용영허가의 지연으로 인한 충가u1용을 감 

당할 수 없기 때문얘 샘져어 건셜이 완료원 원전융 운전도 깨시하지 아니한 체 

그대로 혜셰하기로 주 당국과 합의한 케이스도 있었다 

며국의 전력업찌 및 금융업계에셔는 원천 인 • 혀가 절차외 수시 변청으로 인 

한 예혹생 훌여톨 우려한 냐머지 훨견인 • 허가 훨차톨 찌청확여 표출화를 확협 

하져 않는 한 원션외 선규항주논 거획 기대항 수 없다논 의천을 여러 JI}예 제 

시하였다 

이와 강이 표훈화논 미국의 언 • 허가 철차의 생청과 앵식의 양면훌 찌갱하기 

위한 판건이었다 표준화외 이쟁으로 생각를 수 있는 것용 건생 빛 훌션에 잊어 

서 효융생의 향상과 코스트억 대욕척인 삭감이다. 그밖에 신획생 및 안견생의 

향상과 규쩨기판외 감독쩨째 개션도 당연히 예상원다 

표훈화의 이익용 설계의 최핵화， 증 설찌가 단순화되어 건설 및 용갱이 용이 

혜져며， 또한 기슐짜원 및 자급의 효율객 톨용이 가능혜 전다는예 었다. 걸국， 

표준화에 의하여 원천외 안갱생이 향상훨 수 있으며， 표스트 철강에 의하여 신 

규원천용 새로운 에너지원이 홀 수 었다는 것이다.4) 

2. 수명연장 현황 

미국 내 웬천응 40년 동안 용천할 수 있는 인허가흥 받았으며 4O>d이라는 기간용 

사업자의 대규모 자본 루차비용에 대한 입반척인 자본 회수 기간융 반영한 것으로셔 

이는 안전생， 기슐생 혹온 환경 영향 측연융 기반으로 하여 책정원 것옹 아니다 

1954년에 제갱흰 원자력엄용 원천의 초기 40년 운영 허가 수명율 연장할 수 있다고 

the Commission and to the Public 139,. 1영:l). the Rogvin R야"'" 
4) 앤자력항션감시휘위원회? 표준화 션규씬자력양전소애 환한 방칭. 1991연 4필(Position 

Paper on Stan여찌i:zation Buîlding New Nuclear Power Plants, Nuclear Power Oversight 
Commìttee. April 199J)올 캉iξ 

- 111 -



명시하고 있는쩨， 윈자혁법의 이러한 규갱옹 라디요 방송국이 찌약융 연장하기 위빼셔 

인허가톨 쟁신하도혹 허가한 læ4년의 통신법의 방식을 따혼 것이다 

각 원션용 "üce!액111 Basis"라고 용리는 발전소 노형얘 따흩 일련의 초건융 충혹시 

힐 것융 기본전제로 인허가톨 받았으며. "Iicensir땅 Basis"는 기슐 진보와 융갱 경협얘 

셔 얻어지는 새로운 청보 습특에 따라 NRC가 새로올 필요초건율 명시하고 후훈잭 변 

경을 요구혀는 방식으로 째속에서 연화되어 왔다. 

axxl'년 초 NRC는 칙초로 C외vet Qiffs 원천u뼈lÎIIDe Gas & EkIriCiil:) 2기에 대한 

a>년외 수명 연장융 허가한 이혜 <kOOeeIDUI∞ E\lwer합) 원션 3기. ANO 훨견따빼lIY 

社) 1기에 대한 a>'년 간의 수영 연정흩 허가하였다 초기외 융영혀7)에 따흥연 CIaVert 

αffs 원견 1호기는 a>l4'년.2효기논 a>16년. otæee 월갱 l효기는 때3녕. 2-3효기논 

a>l4'년에 각각외 용션수명이 안료훨 예갱이었다. 이러한 연견톨용 Nκ의 다양혀고도 

엉척한 강혹융 받재 되는쩨 이러한 프로그렘흩용 윈견 수명확는 상훌없이 씬션 셜ø1가 

채용척으료 안션생 기훈융 안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a>15년에는 :fì71 01장의 원션의 융앵 수명이 만료되깨 되는댁， 이러한 셜비률의 자 

산 가쳐는 수성 억 달러에 닿하며.21αm안 명 이상의 수용가에재 천기톨 공급할 수 었 

는 규모의 할갱량에 혜당하기 예문에 빼당 원션의 사업자률옹 조안깐 수영연장융 추진 

양 것인져， 혜당 혜로 .... 신규로 방션소톨 건셜항 것인지. EE는 필요한 천혁융 다흔 곳 

애서 구입항 것인지 경갱융 빼야한다 

사업자외 뭘견 수영연장 경갱용 근본쩍으로는 정체객인 용제이여 이톨 위혜셔는 미 

혜외 천력 수Jl.， 기타 견혁원의 풍급가격， 원전의 운영 지속융 쩌빼 필요한 비용 예촉 

동융 모두 고려혜야 한다 원전의 4)년 인허가 수명 총료 시쟁에는 초기 자본 비용옹 

충분히 회수되었융 것으로 보이며， 초기 인허가기간 충 추가로 벌생한 어떠한 비용 중가 

훈도 인허가 갱신융 흉해 연장왼 운영 기간 중 회수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기 가격율 추 

가로 인하힐 수 있올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원천에 있어서 수명 연장은 미래의 전력 

생산융 위한 가장 저혐한 혜결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3. NRC의 수명연장 언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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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가활잉 m:;호서는 수명연장 인혀가 쟁신 검토 시 허냐의 기혼쩍인 철훈 사혐， 흑 ‘해 

당 원천이 인허가 수명연장 운천기간 중 안션하게 훌션융 계촉합 수 았융 것인가T라는 질문에 

답변융힐수있어야합 

NRC는 lOOl년에 쩌용으료 원천 수명연장 규갱율 발표하였는대 동 규쟁에서는 수영 

연장융 신갱하는 각 사업자가 방션소 설비 및 구조용의 안갱생에 영향율 미힐 수 있논 

노화 환리 에커니륨융 확잉힐 것융 요구하고 었다 

그러나 싼업계얘셔 수영연장 신청융 지웬하기 위한 기초싹업훌 시싹하연셔 동 규갱 

이 훨.s. 이상으로 홉장하다는 것이 명액뼈정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챔충환리톨 필요로 

하는 륙갱 톨야에 초갱융 맞훌 수 있도확 NRC'에 톨 규갱외 계갱을 요구하였다. 

NRC는 생홈 경호 후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확있으며， l!H)녕 수영연장훌 안갱하고 

경쟁역 있는 대안으로 만톨기 위한 효융객이며 충.s. 후폼에 초갱훌 맞출 규갱 계갱앙 

융양표하게되었다. 

인허가 갱신 규갱외 깨갱 과갱에셔 NRC는 기존 원견외 검샤 잊 갱Ul 프로그영융 인청 

하였으며， 기폰 규갱에서 노화 에커니를의 확인융 강조했언 것과는 당리 새 ìt청에서는 밭 

션소 훌갱 초기후터 왕범위한 갱U1 빛 검사 훌풍을 통혜 노후화가 방전소에 미치는 영향융 

관리하는 쪽으흐 충검 판리 항욕융 변경하였마. 

수영연장융 위혜셔 각 사업자논 노화 영향이 수명연장 기간 충에도 쩍갱혀 판리훨 수 

았으며， 따랴셔 기기의 기놓도 혀절히 보창원다는 사생용 NRC에 충명빼야 한다 웬갱의 후 

훌톨용 청혜진 얼청에 따라 교체되거나 ~견혀 수명이 다.~ 후 교쩨되지안 발견소의 수영 

기간 동안 견디도혹 셜째되고 철표 쿄체훨 수 없는 푸용외 갱우에는 상황이 다소 싱에한혜 

수영연장 언허가 검토 작엽 시얘는 격납건훌파 압력용기와 갇이 안션성에 얘우 충요한 

피동형 창수명 기기얘 초청이 맞추어진다 

기존의 규갱에 따훌 갱우 수명연장 신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4αm만 당러 

애 달했지안， 새로운 규청융 적용할 경우 판련 비용이 훨씬 출어들 뽕만 아니라 더 많 

은 수의 수명연장 신챙이 춘비쩔수록 비용온 지속적으로 절갑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수명연장 신갱융 준비하고 있는 일부 사업자툴간에는 발전소 셜계상 공룡 요소에 

대한 작업용 공동으로 진앵하여 준비에 뭘요한 인력， 시간， 비용융 줄여가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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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의 갱토는 원견 훈영의 지속이 주변 환경에 미휠 수 있는 잡찌척
인 영 

향용 아율러 고려혜야 하는쩨. NRC는 수명연장 신갱시 환갱영향부문외 검
토훌 위 

한 환검 보호 규청도 재갱하였다. 

NRC는 다양한 환정 영향이 모은 윈전에 공용객으로 객용되며 이는 개갱원 규갱
융 

홈예 혜절훨 수 있는 톨제라고 방히고， 이와 항찌 각 빼당 방청소옐 검토를 명요로
 하는 

약 갱찌의 용쩨챔흩 확언하였논I져 여기에는 방사생 빼기률의 쳐려 및 저장 주변 ø\다나 

강외 수질파 수충 생때찌와 환연한 뭉채률이 포함원다. 

현연， 뼈C는 1잃년 'Gooeric 맡lvironment허 lnplct StaterrøJt" 초안융 포함， 칙초 

로 환경 품제와 활행당 규청 껴갱안훌 밭표혀있는에 이에 익에 몇몇 쭈경￥예셔
는 홍 

재갱안이 여러 천혁쟁의 정찌생. 멸요 항견용량 경갱 톨 루갱".. 규쩨71를외 켠한융 챔빼\1: 

수도 없다는 우혀톨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NRC는 여러 추갱 ... 의 대표률파 규쩌기판 영함， 싼업계 및 공공 단세
를융 

대상으로 마형헨드뻐 일리노이쇄， 에사추에츠쇄에셔 셰 ~ .. 에 경쳐 지역 쩌크훌
융 개 

최하여 NRC의 환경 규정이 각 주의 큐1찌 기환 빛 풍익 사업쩨의 예너지 껴획 철갱에 

판여하지 않도륙 환경 우문 규정율 채검토하였다. 

l뼈년 7월. NRC는 갱찌 업안자률에재 전력 생산원으로셔 핀전융 지촉잭으로 사
용 

항 수 있는 션빽권올 ... 여하고 수영연장의 북객융 다시 갱외한 규갱 깨갱 초안
훌 양표 

한얘 이어. 1m;'년 6월 혀총 찌갱안올 빨표하였으며 00일간의 공시 기간올 거쳐 8월
에 

동규갱융앙효시켰다. 

원자력산업계도 일단 샤업자가 수명연장 션챙융 곁갱앙 정우 양옹 원션에 풍
흉으로 

적용 7냥한 수명연장과 관련원 기초작업융 공동으호 수행하고 있으며. Babcock & 

wilco>‘. Wes마삐lDUOO， GEjj:가 셜계한 원천융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용 공흉으로 격용 

가능한 껄바 빛 제흉얘 대한 기슐 보고서흩 개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인척，
 올척 자웬융 

부답하였다 

풍극척으로 사업자들용 이러한 방식으로 완성된 일반기술보고셔훌 각각외 수
영연장 

신갱 작업어1 창조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반적 공동사 

항올 해당 알선소의 고유 인허가 검토시 언급되도록 납겨두는 대신에 한
번의 일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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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 대체가 가놓하도륙 함으혹써 NRC와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유용한 활용 

융가능하깨 하고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자흩용 신갱 작엉융 준비하기 위혜셔 훨요한 Ilt용 일톨융 

혜야 하는데I NEl는 이러한 과갱에서 사업자롤융 지원하기 위혜셔 지칭융 개빨하였으 

며， 아융러 NRC7. "Iù홍l없뼈y Gui합下에셔 흥 지챙율 수명연장 규갱훌 충쪽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용 7.놓한 방업으로 인청항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찌 NEl는 않뼈t α&와 Q:ooee 윈견외 수영연장 신갱 검토 작업에셔 얻 

어진 교훌융 훌용하기 위한 NRC외G따UGeneric A맹영 않$홉 l.eart빼 보고셔톨 

검토혀여 외경용 제시하는 역양융 당당하고 있마-

제 3 철 우리나라의 훨천수명연장 

1. 원천 인허가제도에 며한 기본시각 

원자력 안션규쩨의 궁극객 욕표는 원자혁의 이용 몇 개발파갱에셔 화생힐 수 있 

는 방사션째빼료쭈터 일반풍중의 건강확 쩨산융 보호하고 환갱융 보견하는 것이다. 

원자혁 안천예 있어서는 웬자력시껄에셔외 사고방지와 방사생물갱의 안견판리가 혜 

성이다 

따라셔 원자혁 안견융 확보하기 위하여 쭈지션갱. 셜찌， 건셜， 제칙， 시훌션， 운전， 

유지 보수 및 운천요윈 교육 퉁 원자력시설의 훌영과 판련원 모든 활용단계에셔 각 

단계별로 안천생 확보훌 위한 최션의 노혁이 경주되고 었으며， 이훌 톡렵척 입장에 

서 확인하기 위한 국가의 안천규채가 펼요하며 이톨 뒷받칭하는 업척 큰거는 원자력 

법이다 

훤자력 안전규채는 원자력시설 그 자체뽕만 아니라， 이률 셜치 •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개인조직， 인력， 서비스， 문서 흉 일채의 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 

율 전재하여 원자력업에서는 신규 원자력시설의 허가신청과 판련한 안천성 명가 풍 

사전규제와， 허가시성에 대한 안전운전 퉁 유지보수활동의 확인파 겁중 퉁 사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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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뉘어져 있다 

원자력법상 사천규찌로서 과학기술부장판의 허가톨 옐아야 하는 원자력
시설용 φ 

웰전용원자로 및 판계시셜，(2) 연구용원자로 동 @ 핵연료주기시셜 @ 빼기시셜 동 

이며， 이 종 발천용웬자로 및 환계시설에 한하여만 건셜허가와 운영허가톨 
벌도로 

받도확 되어 었다. 

2. 벌천용훤자로에 대한 안전규쩨 

가. 규쩨외 개요 

방견용윈차로 및 훌짜시설에 대학여논 윈자혁법파 갱기사업엉에 의하여 퓨체
가 

앵혜천다. 축， 건생허7]{훨자혁법 쩨11죠L 운영허7]{헨자혁법 제21죠)， 사용션검사(원 

자혁법 제162죠) 및 갱기검사(훤자혁법 쩌23æ，의2)는 원자혁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창환 

이 안전규쩨톨 앵하며， 천기셜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영에 판하여 훨요한 사항
용 전 

기사업법얘 외하여 산업자원후장판이 규채훌 뺑한다 

(l) 건설단체 

방전용웬자로톨 건셜하고자 하는 자는 파학기슐후창판외 허가톨 받아야 하며，
 이 

톨 연정하고자 할 예도 또한 갈다{원자혁법 찌11조찌1항) 건생허가 신청서에는 <D 

환경영향명가셔 @ 예비안천생훈섹보고셔 (3) 설계 • 건컬얘 활한 용철보충계획셔 @ 

기타 총리령이 갱하는 서휴훌 청푸하여야 한다(원자혁법 채11죠채2함). 

건설허가시 안전성융 심사~}는떼 가장 중요한 셔휴는 얘비안전생분석
보고서 

(Pr허iminary Saf，안y An외ysis Repaπ PSAR)이다 예비안전성훈석보고셔는 원천외 

부지， 셜계， 안전성 둥 모든 심사요건을 사전에 갱검하여 허가기준훌 기술
적으로 충 

족시킬 수 있는 방법올 수륙한 보고셔로셔， 그 작성지청온 &엉띠atory Guide 1.70 

Rev.3 Standard Fonnat & Content-톨 준용하고 있다 。l 보고셔의 심사기준온 미국 

원자력규채위원의 심사기준인 NUI포G녁뻐:X> Star피ardR아iew Plan융 적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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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륙허， 이 예 씬자혁사업자가 짝생한 성찌기준사고의 용석 퉁이 타당한
지톨 확인 

한다. 

밭션용펀자로의 건셜허가에 대한 심사는 과학기슐후가 앵한다 그러나 과
학기술푸 

는 원자혁법 제111초(업무위확)셰I함에 따라 한국원자혁안션기슐핀얘 설갱쩍 심사를 

위딱하고 양다. 한국원자혁안천기술원에서는 며국 NRC가 행전에 대한 인허가
 시 사 

용하는 생사기출파 흉일한 기훈을 쩍용하여 성사한다. 심사가 완효되연 그 
철과훌 

화빡기슐쳐에 찌훌하고 과학기술처는 원자혁안천션문위원회의 심의톨 거쳐
 핀자혁위 

원희외 의경융 거쳐 건셜허가톨 항급한다 

이 예외 허가기준용 <D 할션용원자료 및 훌찌시생의 건설에 용.lI.tl- 기슐능혁흩 

확효하고 있융 것， ø 양견용원자로 잊 용계시형외 쩌치 • 구초 잊 셜øl가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슐기훈에 객합하여 방사생률청 !Iò는 그에 의하여 오염원
 톨청에 억한 

인찌 • 톨쩨 및 용풍의 재빼방지에 져장이 었흩 것 @'!t천용원자효 및 팡채
시영외 

건혈이 국민외 건강 및 환경상의 해빼방지에 지장이 없융 것(원자혁법
 쩨U조)이라 

고규갱하고 있다. 

(2) 훌영단계 

합전용원자효 및 판채시셜융 훌앵하고자 하논 자는 대통령령이 청하는 바에
 따라 

파학기슐쳐장판의 허가훌 발아야 하며， 이 예 훌영기슐지훨셔，5) 최총안천생훈
혀보고 

셔，6) 훌천에 판한 홈정보충계획셔 및 총리령야 갱하는 서휴톨 챙.，.하
여야 한다{씬자 

력업 제21조찌1항 빛 쩨2항). 

운영허가의 허가기준온， 

<D 발전용원자로 및 판제시셜외 운영에 훨요한 기술적 능혁융 확보하고 있융 것 

@ 빨천용원자효 및 판계시설의 생능 빛 운영기술지칭셔가 대용령령이 갱하는 
기 

5) 훈영기융지챙셔논 양천용잉자료의 안천훌션에 판한 사항융 규갱하논 웅서로
셔 여기에는 

CD 앤자료시설의 훈천， ø 원자로시셜의 보션，(3) 사업쇼 안얘서의 방사생융정 풍의 취급 -

훈안 · 저장 • 얘기，<4l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정보천에 판한 사항융 파악기슐처장판이
 갱하 

는 바얘 따라 싹생하도륙 되어 있다(원자혁법시엔영 제35"') 

6) 최총안천생용석보고서 (Fìna1 Safety Ana1ys.is Report)논 예비안정성용석보고셔와 내용이 

유사하나， 건셜충 연흉사항 동 최총설계내용융 기슐하고 그 안천생
올 확인하늠 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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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기훈에 객합하여 방사생훌철 흥얘 의한 인체 • 훌체 및 공공의 채빼방지
에 

지장이 없융것 

@ 양션용원자로 및 판계시셜의 운영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혜방지에 지
장 

이 없융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원자혁법 쩨22조). 

미국의 씬견인 • 허가제도에 있어서 갱생허가 신챙 시에는 일반갱보서휴(
헝e혀 

infonnatioil doc띠nentl훌 갱i휴하며， 올영허가 신청 셔에는 기술갱보셔*뼈뼈t혀 

infonnation ooc띠nent)를 갱i츄한다 영반갱보서휴얘는 신갱인의 인격사항파 원션의 

건설 몇 운영율 위한 채갱웅력 입충셔휴， 주와 자치단체외 짱사션비상계획
 용이 포 

항의며， 기슐갱.!L셔휴에는 예비안갱생불씩보고서 또는 획종안전생톨씩보고셔
， 보앙재 

획， 안견싱샤찌챔의 쩍합생 여후에 대한 자껴 영7\' 용이 포항월다7) 

방천용원자로의 훈영허가가 방급원 이후에도 원션의 암견훈영융 위하여 
다용파 

갈용조치가취빼친다. 

<ll 갱기검사 . 양천용원자로운영자는 핀자로시셜외 생농에 완하여 과학기*￥장판 

이 청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엉얘 따라 갱기객으로 검샤톨 받아야 한다(
앤자 

력법시행령 채42조체1항) 

<2l 원자로조종쩍임자의 션임 방션용원자로웅영자는 용영기술지갱셔예 따흩 안션 

운전융 확보하고 이훌 감쭉하기 해하여 원자로조총감육자연허톨 취륙한
 자 충 

에셔 원자로죠총책임자톨 션임하여 야를 원자로의 용전개시 천예 과학기술
부 

장판에계 신고하여야 한대원차력앵 쩌26조찌1항) 환연， 확학기슐쳐장판용 원 

자로죠총책임자가 그 외무훌 위반한 예얘는 항천용원자로훌영자에 대하여 혜
 

임융 명할수 있다. 

@ 용영에 판한 안전조치 풍 · 발전용앤자로운영자가 양션용왼자로 및 판계시생
융 

운영할 때에는 다옴 사항에 판하여 대통령령이 갱하는 기준얘 따라 인째 
• 몰 

채 및 공공의 안천융 위하여 필요한 초치률 하여야 한다(원자력엄 채
29조제1 

항) 

l 발전용원자로 및 판계시설의 보전 

7) !O. C.F .R. 50영 & 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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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천용원자로 및 판계시철의 운천 

3 사업소 안에서의 방시정훌철 풍의 취급 • 운반 빛 에기 

4 방견용원자로 빛 판계시설로부터의 환경보션 

Q 땅천용원자로 및 판계시셜의 사용갱지 풍의 조치 과학기융후장판용 양션용원 

자로 및 판째시성외 생농。1 대통령령이 갱하는 기훈에 척합하지 아니하다고 

인갱양 예 동에는 이외 사용갱지， 개조， 수리， 이견 웅영방업의 지갱 풍 훌요
한 

죠치톨 취항 수 었다{원자력앵 쩨00조.). 

3. 수명연장의 풍쩨 

가- 개 요 

우리나라외 정우 원천외 운영허가에서는 허가기간 혹용 운션가놓기간 풍에
 대한 

명확한 엉객 곤거가 마련되어 있져 양다. 운영허가 시에는 허가기간훌 명
시하지 않 

고 혀7t를 방급하고 있기 예문에 업척으로안 보연 안천생에 문째가 없는 한 훈천기
 

간외 쩨한이 없는 것으로 혜씌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총안전생분석보고서에는 셜계수명이 00년 또는 40년으로 영시되어
 었기 

예룰예， 비륙 운영허가 기간융 구체혜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톨 허가기간 

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천혜도 었다. 

운영허가의 옐급 시 허가기간용 구체척으로 영시하지 않는 것온 유럽의
 양용 국 

가에서로 그 예톨 찾을 수 있으며 륙힐한 문쩌가 되는 것용 야니다 대쭈훈
의 공학 

설비에셔도 그렇고 유렵의 ~천훌애도 그형듯이 성비툴의 셜계수명과 용
계없이 요구 

되는 안션성융 유지하고 있는 한 계촉운천융 허용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우 미국식 규재채계에 익숙해 있어서 셜계수명융 운영허
가 

기간으로 간주뼈 온 촉연도 있어서 흥란융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셜쩨수
명 이후 

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하여 명도의 초치가 월요할 것인지， 운영허가기간 
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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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 • 허가 갱신 판련 국내법 

(1) 국내 동향 

허가의 갱신쩨도는 일반척으로 허가요건(안천성， 신희생 천문성 풍)에 대한
 판단 

이 장기척 관갱얘서 이루어지기 곤란하고， 비교쩍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를 판단
할 

필요가 있융 경우 또는 허가기간에 셰한이 있어 총천 허가의 효혁융 지숙시키
기 위 

하여 허가의 갱신이 이쭈어갱 갱우얘 도업되어 왔다-

그러나 허가의 갱신쩌도는 허가취흑자에째 총천의 지위톨 채촉 유지시키논
 효콰 

톨 갖는 것에 를화하며， 허가외 갱신이 았으연 가혼 연허외 효격용 동월성을 유
지하 

연셔 장혜에 ~하여 지혹원다. 오흩날 국내에 있어셔 허가갱신찌도의 용향용
 허가찌 

.x.에 있어셔 갱신찌도는 예외혁안 현상으호 간주되어 규제싼화의 차원얘
셔 풍륙제도 

로션환외는추세에 었다 

(2) 사 혜 

표 5.2 와 5.3 에 건성업법/건영산업기본법과 천기용사업법외 인허가 갱신판련 규 

갱훌 갱려하었다 이의얘도 <D 션야칙원법 쩌8조， ø 조수보호및수협에판한엉톨 제7 

죠，(3) 여찍자동차운수사업법，@ 천기홍신용사업법，<5> 총포도컴화약류동안측
법 채 

16죠，$ 파갱곤로자의보호용얘판한법톨，r:D 도로교통법，@ 도션업，@ 션웬엉
 풍에 

서 유사한 갱향율 보이고 있다-

다 문제정 

최근 여야국회의원흘이 원자력엄 개청안율 공통으로 발의하였다 그 사
유는 원천 

샤엄자가 웬자로의 셜계수명올 초과한 연장운영율 하고자 할 청우 법률척 
규제근거 

가 불명확하여 법리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애 대한 논란올 방지하기 위
한 것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영연장의 문제는 훤자력안갱규재의 측면보다는 
사업자의 

경제생 측연이 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애 새로운 규채제도흩 신성하는 것
은 신중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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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다. 아용러 이 훈계는 션혁자유화의 문쩨도 고려되어야 힐 것이다. 다만
， 필요한 

갱우 수명연장융 위한 원자혁법 개청도 검토할 훨요가 었다(벌청 개갱안 창조
). 

제 4 철 수명연장에 판한 입법론 

미국용 원전의 수영연장얘 판하여 명확한 ‘인허가갱신규칙’을 쩍용하고 
있으나， 

대후톨의 국7t에셔 앤천 운천가능기강융 셜찌수명화 칙쟁 연째시키지 않고 안전생이 

허용외는 한 생째수명융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훌 허용하고 았다. 

이미 져난 언 효고셔예셔 좌}한 바와 강이 @ 미국완 엉져수영파 흩일한 기 

간00-<<>년)에 며하여 최초외 용영허가톨 *굽한 후 허가갱선규칙에 따라
 a년마 

다 용영허가톨 갱신하며，(2) 핀란드 • 빵가리석는 10년간 칙초의 훌영허가톨 
발급하 

되 얘 10'11마다 수앵외는 주기척 안경생영7~없)의 철짜에 따라 훌앵허가
톨 갱신 

하며，(3) 영국 • 얼용 • 프땅스는 용영허가외 빵급 시 그 기간융 영시하지 아니
하되 

10년 주기로 PSR융 수앵하고 필요항 청우 안전생율 향상시키는 조치톨 부파
하고 

PSR 또는 갱기갱사 철파 원천의 안전생에 미달할 경우 원천훈션의 갱지훌 명령하며，Ø) 

톡얼용 훨견의 설계수명까지만 훌션융 허용한다. 

여기예셔 우리가 앙 수 있는 것용 원션의 훌견가농기간이 씬자로의 셜계수
명기간 

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용 아니라는 갱이다. 우션 미국의 정우 앤자로의 셜계수
명융 

~-<<>년으로 갤갱하고도 인허가갱신규칙융 롱하여 핑전의 운영기간용 갱
신하도륙 

한 것용 척어도 이 시청에서 규쩨기판용 안갱생융 찌갱검해 온다는 것이고
， 원자혁 

사업자는 수명연장에 따혼 정채생 내지 사업성융 환단하도륙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천의 운영얘 있어서 시설의 셜계수명온 ~년 내
지 40년으 

로 되어있는 반면， 원자력업에 의하연 웬천의 운영허가기간얘 대한 명시잭
 규갱이 

없기 때문에 셜계수명융 넘어 연장운천훌 하고자 항 경우얘 수영연장을 위한 새
로운 

인 • 허가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률의 원천수영연장파 판련한 원자력업 개정안의 내용올
 살펴 

훌 때， 설계수명을 초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훌영허가기간윷 채한한다
거나 수영연 

장기간융 성계수영기간의 반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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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한핀다 나아가 현째 운영중인 원천얘 대하여도 개갱원자력업 벌효일로후
터 3 

월 이내얘 모두 훌영기간융 갱하도혹 한 것용 상당부붙 권리청혜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것으로 판단핀다 

궁극척으료 웬전의 수명연장융 위한 허가쩨도톨 신셜함에는 다용과 갈용
 몇 가지 

요소가 고혀되어야 할 것이다. 

갯째， 전혁 민영화 내지 전혁사업외 정갱채쩨 도입얘 판한 것이다- 행쩌 우
리나라 

의 천혁시장도 세계 추세얘 맞추어 방천， 총션， 뼈천 모돈 부푼얘 경쟁쩌쩨
톨 도입하 

고 있다 따라서 경쟁융 져혜양 우려가 있는 규채의 신셜용 신충융 요한다-

톨째， 앵청규제기본법(쩨7쪼)의 갱신용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얘셔는 퓨찌
영향융 

톨씩함에 었어셔 φ 규찌의 선생 또는 강화의 훨요생.~ 규져육객의 상현7t농생.@ 

규쩨 의 대체수당와 혼찌 및 기혼규제와확 충혹여후.Gl 규제외 에용학 연익
외 비 

교훌석.(5) 경갱채한격 요소의 포항여후.<ID 규찌내용의 객훌생확 명료생 
풍훌 훌단 

하도륙규청하고 었다. 

씻찌， 우리나라의 생자력법에는 씬천의 안션생훌 검중황 대째수단이 다양하
게 촌 

재하고 있다는 갱이다- 혹혀 가풍충 현천얘 있어셔 안전성 확인의 가장 중
요한 수단 

용 ‘주기척안천생명7H~없)"이며 이는 현재 국쩨규범확되는 추셰이다. 

최근 현자력법의 깨갱으로 도입펀 주기객안전생명가채도는 운영허가외 갱
신용쩨 

에 있어서 가동원천외 안전성명가와 판련하여 그 목객 빛 이앵방법， 안전생명가
수단 

퉁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혜냐하연 우엇보다도 두 찌도는 모푸 원전의 기기 • 쩨흥 • 구조물의 시간경과
얘 

따흩 안전성 확인에 초갱율 맞추고 있으며， 마혜의 륙갱기간동안 양천생이
 유지명융 

보충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째의 기준파 기슐의 판갱에서 안천성융 
영가하 

기 때문이다 혹허 가동원천외 주기객안천성평가는 그 철과에 따라 계속운전
， 조건부 

계속운전， 운전갱지 동의 팡정。1 가놓하므로 운영허가갱신파 같용 효파훌 가질 수 

있기 때푼이다 

따라서 현재 운영허가갱신 혹은 성계수명 。1후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어떤 법 

적 규정도 셜청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형태로등지 이들과 
연계원 주 

기쩍안전성형가제도톨 운용하는 것이 규제의 단순화 및 합리화 차원에서도
 바랍직할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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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애정으로 고안왼 원선 수영연장율 위한 원자력법개갱(안)을 표 5.4 약 표 

5.5애 나타내었다 

- 123 -



표 5.1 미국의 월전 수명연장 신청 현황 

구 훌 소휴회사 해당원천 

g월￡ C와딴tαffs 1，2효기 

송인완료 6기 Duke RIWer aafg 1」껍효기 

l!nIergY ANO 1효기 

C없iWba 1，2호기 

DUI톨 power 

MCQ쇼e 1，2호기 

NathAm어 1，2호기 

신갱환료 
Dmz뼈1 

147] Suny 1，2.호기 

(NRC 검토충) 

EXeICn R훌:h Bottm쟁효기 

없찌1em Nuclear 

QJer뼈ng Q> 
Ha떠11，2호기 

FP&L Co. n찌αγ point 3，4효기 

Dresæn 2，3호기 

당시영내 
EXeIOO 

57] Quad cí야s 1，2호기 

신청 예갱 원전 

l!nIergY AN0 2호기 

자료 N!rlear Energy 0Ver찌ew， NI피ær Fne!yy Ins뼈며N:J엔mer 12, 3X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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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건생업법l건생산업기본업 

건설업법(총선) 건셜산업기본엉(현앵) 비 고 l 

재6조(건셜업의 연허 동) 쩌9초 (건생엽의 흥륙 동) 

Q) 건셜업융 영위하고자 하는 Q) 건껄엽융 영쩌하고자 하는 건설업엉용 건l 

자농 업총옐로 건셜부장판외 자는 일반건셜업용 건셜.iil용푸 셜산업기본법 

연허를 받아야 한다 〈개청 94. 장판에깨， 천문건설업온 륙연사 으로대쩨 

1.7> 장 • 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 

Gl 건껄엽의 연허는 5년마다 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재 갱￥규제 환화 

갱신하며， 갱신훌 밭져 아니현 대톰령령이 청하는 업종엉로 의 차원에서 

예에논 연허는 그 효역훌 뼈는 풍륙훌 하여야 한다 다안， 며 연허 홍의 갱
 

다 통령령이 갱하는 정미한 건생 신체도톨 찌 

〈찌갱 94.1.7> 공사톨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 지하고 용혹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찌로 션환함. 

@ 제1항의 규정얘 의하여 건 

껴7초(건설엽의 연혀기준) 쩨용호 셜엽의 동혹융 하고자 하는 지 

의 규갱얘 의한 건셜엽의 연허 는 건설교흉부령이 갱하는 a 

의 기준이 훨 기술능력， 짜본금 얘 외하여 건셜교흥￥장판 포 

(개인인 정우얘는 자산명가액 는 시 • 도지사에게 풍혹신챙용 

융 양한다. 야하 감다) 시설 하여야한다 

및 창비와 기 타 훨요한 사항 〈천푼개정 99.4'15> 

용 대흥행령으로 정한다 〈개 

정 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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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전기공사법 

총 천 현 행 비 .:il. 1 

훌~I훌찾의 훌훌풍 

쩨5죠(공사업의 연허 및 갱신동) 훌4훌 (I훌훌외 훌흉) <D I훌 갱부규째 ~화 

@ 용샤업훌 영위하고차 하는 훌융 영위하고자 하는 훌는 a훌 의차원에서 

자는 대용명령이 갱 하는 바에 킬l'lll$톨홈에채 훌홉하여야 연허 및 갱신 

외하여 그 사업의 총휴벌효 생 한다 찌도톨 찌쳐 

풍자월￥장판의 연허톨 방"t야 ø 1111명의 훌~에 외한 I훌 하고 용~찌 

한다'. <재갱 !l!. 3. 6> 훌외 훌·l을 하고자 하는 훌는 로 션*함. 

@ 연허의 유효기간용 5년으로 大MtIi.令이 청하는 技빼흩力 

한다 빛 .本& 용융 갖추어야 한다. 

(3) 연허의 유효기간 경확후 찌 @훌영l •• $~훌홈용 훌l맺의 

촉하여 공사업훌 영위하고자 훌:lE애 외하여 I톨홍의 훌훌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청하논 올 받옹 때얘는 훌훌훌 및 훌 

바에 의하여 연허의 갱신융 알 .手t.\율 교Jf하여야 한다[뼈 

아야한다 行日 없 '7.m 

- 126 -



표 5.4 훤션 수명연장융 위한 원자혁법개갱(안) 쩨l안 

j옳a홉 (훌톨許可)(D 용111힘 없子g 및 lIiJo예illt훌←1lI률하고자 하는 훌는 大훌 

令이 갱하는 바얘 따라 빠.技術없톨홈의 S￥iJ톨 받아야 한다. 許可받용 훌項
융 

를룻하고자 할 예에도 또한 잘다- 다만， 科.技훌훌g令이 갱하는 청미한 훌핏훌 

톨룻하고자 활 예에는 이톨 후홉하여야 한다 〈改正 992 8> 

~ 181項의 흙可톨 받고자 하논 훌는 얀可申”톨에 훌111용 111子It 빛 뼈홉I‘lIt 

에 환한 훌톨技.협it톨(이하 ”홉g技홈!liit •• 라 한다) 훌훌훌호홉分析빼홉흙 

률.에 훌~ .w.J:euut ... 와 故l예훌훌훌W톨함 •• (.11훌훌잊g의 짧足에 의하l 

여 찌융웠 Mt:얘l톨훌훌톨11' •• 와 당라진 푸룰에 한한다'.)와 lti예톨"'，*It".1 

및 휘톨技*흩S令。l 갱하는 톨.톨 청후혀여 빼톨技 .. 1웅예깨 쩨을하여야 한l 

다.<改iE !l5 1 5, 992 8> 

쩌i힘의 훌g허가기간은 훌검게시일효￥터 빼으호 환다. 다만 뼈년혹 

경파한 경우에논 법 짜징쪼의3("1'기혁 얀엉성톨가)의 규홉에 의환 영가검파1 

예 따라 4회 이내의 범위 내에셔 10년씌 훌g혀가기간흩 연장힐 수 잊다.‘
신 

싫) 

@ 훌13훌외 짧:i!용 181횟의 갱우에 이톨 뻐用한다. 이 경우에 훌13條第3l11l충 ” 

혔17條‘는 ’lI!24짧로 본다 

• 울션깨셔일 
IAEA safety series No.ll0 (Tbe safety of Nuclear Inst패뼈아잉) : 척 

초핵연료캉전얼 

- 영자액안견엉약 훌갱중앙 엄션억 혀초 잉>1 !ε당 시 

- 용영허가셔정 ‘ 원짜혁엉 져21죠(용영허가)에 외한 허가셔홈 

- 상엽용천 껴시사갱 - 상업객 억미의 용석척인 천기훌예 시청 

- 현 현 : 상업올연시갱용 기출시갱으료 의견찌샤 

장기천력수급져획에셔 상영훈천시갱훌 훈전끼시시정￡로 생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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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왼션 수명연장융 위한 원자혁법개갱(안) 쩨l안 (계속) 

第22條 (흙可훌훌) <D lß2H훌훌1項의 許可훌훌옹 다용파 강다 <ij!(ÏF. 95.1.5, 

96.12.00, 00.2.8> 

1. 훌UJM子. 및 ”’~lIiø:의 ~률에 필요한 ti~훌力융 확보하고 있융 것 

2. HU 1M子. 및 ”홉lIiilt의 II홉이 科，.技홈llII令이 갱하는 ti1li훌훌얘 혀lI'! 
하여 1iX1l~物:JI:용에 외한 AII 物빼 및 公;Itc의 %홈防止얘 支.이 없융 것 

3. 흉톨Jl!1M子률 및 ”‘g’‘ø:의 운영으로 인하여 없껴용뼈옐용에 외한 홈톨의 

건강 몇 훌윷상의 危훌fi6止에 지장이 없율 것 

4. !Il2lt웠12'홉의 規)î;예 외한 &톨훌훌1>>"의 내용ò] 써훌훌훌훌令이 갱하는 

기훈에 혀lI'양 것 

@ 훌i톨*핑단셔의 얀톰훌톨용 제i훌훌 훌용한다.‘신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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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원전 수영연장훌 위한 앤자혁법개갱(안) 쩌2안 

개갱션 개 갱 :f 

짧a훌 (iI톨흙可)<D 용.JIl lt:子 !i21條 (률톨g뺨I톨可하)고 @자 a 하I는JIlBl!子If 빛 ” 
삐 몇 ”係I톨lIt융 ìI.률하고자 하 i>li’‘앓훌 훌는 大훌훌令 
는 훌는 大훌홈令이 청하는 ~}에 이 정하는 바에 봐라 科멸技찌~ll'B'외 
따라 혐톨技뼈짧톨홈돼 흙可톨 흙可톨 빵}야 한다 !'f可받용 훌핏융 훌 
항아야 한다 빠可밭용 훌項융 !I! 용하고자 할 예에도 또한 칼다 다딴， fl 
훗하고자 항 빼얘도 또한 강다 .技뼈$令이 갱하는 갱미한 훌횟훌 !II!훗 
다안， fl톨技챙없令이 청하는 경 하고자 항 빼에는 。1톨 申좀하여야 한다 

미한 *핏융 .~하고자 할 빼에 〈改표 99.28> 

는 이톨 申홈하여야 한다. <i改표 
99.28> @ 1ll핫의 if갱예 외하 허가ZI갚효 @념 l 

@ 훌1멧외 흙1If톨 양고자 하는 외 어휘 얘에셔 i파**기*￥짜양。l ~14Ef. 

흩는 許可뿌빠톨얘 훌U lJ子II @ 껴1합의 규껴예 의1* 허카톨 웰융 자 

및 삐i>lilllR.에 판한 1I.률ti_빼f ‘。l하 ‘항혀 R 쩌자훌훈영자·라 하:9lzl 쩌 
톨(야하 ·톨톨技훌혐tt.'라 한다) 2합의 규갱에 외하 기깐용 초i4혀예 방천 

ft~'l<全양分析 .. 홈톨.률l‘에 훌한 9 잉자로 햇 환계~성용 훈역하고짜 하는 
/jj，톨없훌~l!톨 1&.예 ... 훌u톨'jIf 떼얘는 확학기ii￥ 짜양온 m년융 법져 야 

tIIa(훌11條훌Z홉의 規;iË에 의하 니하는 냉위 내에셔 。l톨 혀7않 수 있다 

여 쩨출된 1&혀훌훌훌~WI후삐훌 그이후애도갇다. 

와 알라진 부봄에 한한다) 1&M，훌 @181項외 許可훌 받고자 하는 흩는 許
非#計뻐톨 빛 科훌tillillll令이 갱 可申Ii훌에 용톨用 g子II 및 H빼lIt에 
하는 톨훌훌 청i용하여 혐.!JI技_l1li 판한 률률技찌@짧tt톨(야하 1Ij1.를技홈Ilitt 
훌륭에재 쩨훌하여야 한다'. <改표 흩”라 한다)훌~훗호용分析 .. 홈톨，홉월예 
95.15, 99.2.8> 환한 /iI.保훌옹f빼톨 放없훌.u톨용뻐 
@ 훌131*의 規足용 혔1項의 경우 톨(훌11t훌훌Z홉의 !tI.定에 외하여 쩨훌된 
에 이률 $用한다- 이 경우에 lfn3 1&.예 •• 훌~톨g￥g톨와 닿라진 우왈에 
條뼈3월!중 ”第17條”는 'JI앙24'條I로 한한다) 放혀훌非'M'용f빼톰 빛 fl!!lti째l1li 
본다. 令이 청하는 홈類흩 청부하여 科훌技쩌$ 

長1울에게 재출하여야 한다'. <íj!(i!' 95.15, 
99.2.8> 
@ lr!13條의 規)E은 第1명의 경우에 이톨 
쩍.m한다 이 경우에 第1311\鄭했중 ”第17

條”는 ”第24條“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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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원천 수명연장융 위한 원자력법개갱(안) 재2안 (계속) 

개갱전 개정후 

?에껑죠의2 (갱사)(1) 쩨21죠 채l함 찌g조의2 (검사) (1) 앨천용웬자로훈영자는 
외 규쩌예 외하여 허7}를 앙은 항전용웬자로 빛 판찌 .밭 
~하 ‘앙천윷웬자로훈엿좌”라 아야현다. 
한다)는 방선용원자로 및 판쩨 (2)-@(현앵과 갈옴) 

받아야한다 
@-@(생 략) 후칙 

과학기술우장판용 이 엉 시앵후 3찌월 。l J 

내에 제21초 제l항의 규갱에 외한 허가톨 
항용 '11:전용원자로 및 판계시셜마다 동조 
져2항외 규갱에 외한 허가기간올 갱하여야 
한다. 

1 기 인가원 칙총안씬생훌씩보고서상의 성쩌수영용 연경되는 것。1 •• 닝. 

2. 상기 성찌수명융 념어션 연장훈션의 허용용， 연장훈전허용기춘융 갖고있는 외국 규갱 

파의 상호출용(호~)원칙에 따라， 척고 a년/희까지 가능 

a 상기 허용근거료(연장용전 허용기간 톰k 씬짜혁안션위앤회의 의훌샤함에 따라， 연션호 

기영 주기쩍안션생 앵가훌파톨 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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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컬 론 

금년도얘는 원전 수영 연장에 필요한 철차척 요건과 판련한 연구훌 수앵
하였으 

며， 주요 내용융 요약하연 다용과 갈다 

1) 수명연장 쩌도훌 도입함에 있어셔 훨요한 기슐객 이슈툴훌 검토하였다. GALL 

R야@π에서 제기원 technical issue 률 중 국내 챔션과 환찌되는 사안흩 갱리하 

였고 oconee 빛 Calvert-C!iff 훤갱의 수명연장 잉허가 시 재기굉 충요 현안훌 

검토하였다 

2) 수영연장화 용련원 기존 엉과의 흩찌톨 상펴보고 상효 갱보풍유톨 위한 보완사 

항을 상펴효았다. 이톨 쩌빼 갱기갱사 찌도와 주기객안갱생명가 제도에
서 고려 

되는 tecl빼cal issue 률융 GALL Report에셔 제기원 technical i잉ue 를파 비교 

훈석 하였다 

3) 수영연장 인허가 시 PSA 항엉틀의 훌용방안훌 검토하였다. 수명연장 용갱에서 

규제대상 농동 SSC톨 션갱하고 놓통 ssc 의 수명연장 인허가톨 시앵하는댁 

PSA톨 훌용하는 방안얘 얘하여 기초초사훌 시앵하고 앞으로의 연
구방향융 셰 

시하였다 

4) 수명 연장융 채도화하는대 었어셔 고려혜야 할 엉쩨도쩍 갱토용 총함
쩍으로 수 

앵하여 웬전외 수명연장 용션용 위한 원자력법 및 그 시행령의 개갱안융 찌
시하 

였다 

당해연도는 환현 주채 연구의 2차년도로셔 세￥혀인 기슐척 검토훌 수앵하였
다. 

완전한 경흔얘 도당하기보다는 차기년도에 이훌 항생하기 위혜 휠요한 상세
기술챙보 

훌 분석하는데 노력하였다 차기년도의 후속 연구훌 흥해 국내에 적용훨 수 있는 

합리적인 철차적 요건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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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원짜혁안정기훌원에서 시형한 원자력연구7"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률 낼표11 빼빼논 반드시 한국윈자혁안정기슬월에셔 

시행힘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곁과임을 밝혀야 힐니다. 

3. 국가과학기울 기밍 유지에 뭘요한 내용온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 

개하여서는 아니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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