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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형 원자로 일반안전현안(GSI) 국내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보완노형으로 도입된 중수형 원자로는 90년대 중반까지 1기만 운전되고 있 

었으며， 그 용량도 600MWe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었으 

며，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9년 10월 월성 3호기에서 

중수 누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밀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계기로 과학 

기술부에서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종합안전 점검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 때에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종합 점검을 마친 뒤에 나온 보고 

서를 보면 중수형 원자로가 이미 4기에 달했고， 그에 대한 안전성 현안에 관 

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여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중요한 안전성 문제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에 과학기술부는 별도로 60 

억 원에 달하는 중장기 연구비를 마련하였으며， 이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중 

수형 원자로 연구에 할당되었다. 본 과제는 이의 일환으로 중수형 원자로의 

모든 현안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우선적으로 기본 

적인 안전성 일반 현안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아 시작하게 되었으 

며， 때마침 국제적으로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주동이 되 

어 중수형 원자로의 일반안전현안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과 협 

력하여 좋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본 과제에서는 우선 중수형 원자로의 얼반안전현안을 도출하고， 근본적으로 



중수형 원자로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들이 궁극적 

으로 안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도 

출된 일반안전현안들은 경수형 원자로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국가들 

이 검토하였던 일반안전현안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였으며， 현안 중에서 그 

동안 충분히 검토한 현안들은 어느 정도이고， 단기간 내에 해결하여야 할 현 

안들은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도출하고， 또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CANDU원자로를 운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 

여 일반안전현안을 도출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도출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중요도에 따라 국내 적용방안의 수립 및 이를 

통한 중수형 원자로의 규제 요건화를 시급히 달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중수형 원자로의 일반안전현안으로 크게 두 분야에 대한 검 

토를 하였다. 하나는 설계 측면 (Design Safety Issues)에서 얼반안전현안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가동중 안전성현안(Operational Safety Issues)을 

택하여 검토하였다. 중수형 원자로의 설계 측면에서 일반안전현안으로는 다 

음의 분야를 주로 검토하였다. 

- General(GL) 

- Reactor Core(RC) 

- Component Integrity( CI) 

- Primary Circuit and Associated Systems(PC) 

- Safety Systems(SS) 

- Electrical and Other Support Systems(ES)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ncluding Protective Systems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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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inment(CS) 

- Intemal Hazards(IH) 

- Extemal Hazards(EH) 

- Accident Analysis(AA) 

중수형 원자로의 가동 중 안전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점 

적으로 검토하였다. 

Management(MA) 

- Operations(OP) 

- Surveillance and Maintenance(SM) 

- Training(TR) 

- Emergency Preparedness(EP) 

- Radiation protection(RP) 

- Fuel Storage(FS) 

N. 연구개발결과 

일반안전현안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CIl: Fuel channel and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온도와 방사선이 야기하는 creep에 의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수형 원자로 

의 냉각재 채널의 길이와 직경이 증가한다. 더욱이 연료 채널의 실패를 유발 

川



하는 연료 채널의 손상의 며 ^ 가지 메커니즘을 확인해야 한다. 

2. CI2: Deterioration of core intemals 

.= /-‘ 숭1 
010 원자로의 Calandria tube는 잠재적으로 설계 수명동안 변형으로 인 

한 LIN(Liquid Poison Injection Nozzles) 또는 까‘-‘ I • 3 속(flux)감지 장치 와 접 

촉하는 문제를 가지고 었다. 

3. CI7: Steam and feed-water piping degradation 

증기와 二二l../-‘
닙 I 

의해 손상된다. 

배관은 부식， 스트레스 

4. SSl: ECC sump screen adequacy 

부식 파열， 피로， 수격현상， 진동 등에 

LOCA 상황에서 격납건물 내부의 배관라인과 기기의 열적 절연이 깨어지게 

되면 sump 스크린과 ECCS 열교환기를 방해하여 공통원인고장을 야기한다. 

5. SS7: Reliability of motor-operated and check valves 

오작동은 사고시의 예기치 。L 。
1동 τr 상황을 

녹는 사고와 관련한 위험성을 증가시킬 

전기구동밸브와 체크밸브의 

있으며， 가정한 노심이 까‘ 
I 

/-‘ 
I 

야기할 

있다. 

6. CSl: Containment integrity 

증가배관파단과 같은 설계기준사고는 설계기준을 중대사고와 

건물의 과압을 야기할 /-
I 있으며， 결과적으로 격납건물 실패를 

상을 발생시킬 거‘ 
I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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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현 



7. GL2: 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structures including aging effects 

안전성에서 중요한 기기의 품질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시킬 능력을 증 

명해야 한다. 

8. AA2: 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es 

연료다발과 채널의 출력 제한치 준수에 대한 검토와 원자로 운전상에서의 

Flux tilt 와 관련된 ROP 또는 NOP에 대한 트립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그 

리고 안전성 분석의 질적 수준 확보에 대한 내용이 주요 현안이며， 이는 사 

고해석시 현재의 플랜트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의 부족이 잘못된 

사고 진행의 예측과 잘못된 사고 원인의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9. AA3(B): PHT pump operation under 2-phase flow conditions 

흡입압력이 낮고 과도한 기포를 수반한 상태 하에서의 PHT(Primary Heat 

Transport) 펌프의 운전은 상당한 압력 충격과 펌프계통의 과도한 진동을 유 

발하여 PHT 펌프의 건전성에 해로운 영양을 줄 수 가 있다. 따라서 이상유 

동의 조건하에서의 PHT 펌프의 거동에 대한 재평가 및 PHT 계통의 관 

(piping)에 대한 피로도(fatigue)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AA4: Need for analysis of accidents under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현재까지는 저출력시와 원자로정지 기간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았지만 최 

근에 수행된 저출력과 원자로 정지 기간동안에 유발 가능한 사고에 대한 연 

구는 보론 희석， 잔열 제거의 상실， 일차측 냉각재의 상실， 소외 전원의 상 

실， 그 외 화재와 인재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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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있는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일반안전현안은 아직까지 명 

도출된 적이 없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안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찾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당면현안 문제와 일반안전현 

혼합되어 나열되어 있으며 원자로의 설계 특성에 따른 다른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국이 제안한 항목들과 국내에서 제기한 항목 

들을 모두 묶어 검토한 결과， 우리 나라의 중수형 원자로에 가장 알맞는 

반안전현안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일반안전현안들은 주로 우리 나라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수형 원자로 수출국인 캐나다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해결 

예상하고 있다. 

현안들도 

일 

적용할 수 

시급히 

의 

되어야 할 것으로 

국내에 

확하게 

안이 

같이 

안전현안으로 구분하여 

해결해 

일반안전현안들은 설계 부분과 운전 부분의 

도출하였으며， 설계 부분의 안전현안들은 대부분 캐나다와 공동으로 

야 할 것이 많아 보이며， 운전 중 발생할 구 있는 안전현안들은 아직 

문제들이 추가로 도출될 가능성이 

도출된 

밝혀지 

많다. 캐나다가 당면현안으로 

관련된 것이거나 규정에 관한 것 

않았던 

있는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설계에 

지 

내놓고 

이 많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가동 중에 발생되는 현안들을 주로 언급하 

있다. 근본적으로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현안들은 많 

지 않지만， 앞으로 운전을 계속하면서 예상되는 현안들이 상당히 

다. 따라서 4기를 운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성에 

안전현안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 일부 현안들의 완전 해결을 위해서는 상 

것이 

영향 

많을 

고 

도출된 현안 

해
 

위
 

는
 
기
 

있
 
하
 

결
 

해
 

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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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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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 문 요 약 문) 

1. Tit1e 

A Study for The Domestic App1ication P1an of The Generic Safety 

Issue(GSI) for The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II. Purpose of This S tudy 

Until mid 1990' , on1y one PHWR, which was adopted as a comp1ementary 

reactor type had been operating. Since the capacity of it is at most 

600MWe, the PHWR was not considered as important power source. 

However, after there was an incidents for the 1eak of heavy-water in the 

Wolsong 3 at October 1999, special team was organized to perform tota1 

safety inspection for the PHWRs. The report published after tota1 

inspection revea1ed that a1though 4 PHWR units were operated, the 

research for the generic safety issues was verγ rare. It a1so mentioned 

that the research for the fundamental safety prob1ems for the PHWR has 

to be emphasized. Therefore,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10gy 

prepared 6 bi11ion won from research funds and a worthy portion of it 

was assigned for the PHWR research. This project was started as a part 

of plan for inspecting a11 safety issues more systematically and in the 

first p1ace began to explore generic safety issues. Fortunate1y, lAEA and 

other countries, who operate PHWR started to examine the generic safety 

issues, we will be able to derive the good ways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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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roject, we t0' to derive the GSIs for the PHWR and to see how 

much effect on the safety. The derived GSI will be examined at the same 

way as in PWR. We will separate the issues that could be resolved for a 

short term and for long term. We will derive the GSIs i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GSIs, the 

regulation requirement has to be set up as soon as possible for the 

PHWR. 

III. Scope 

In this study, two areas are reviewed as GSIs for the PHWR: One is for 

the GSIs in the area of Design Safety Issues and the other area for 

Operational Safety Issues. 

A. Design Safety Issue 

- General(GL) 

- Reactor Core(RC) 

- Component Integrity( CI) 

- Primarγ Circuit and Associated Systems(PC) 

Safety Systems(SS) 

- Electrical and Other Support Systems(ES)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ncluding Protective Systems(IC) 

- Containment(CS) 

- Intemal Hazards (IH) 

- Extemal Hazards (EH) 

- Accident Analysis(AA) 

B. Operational Safe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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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MA) 

- Operations(OP) 

- Surveillance and Maintenance(SM) 

Training(TR) 

- Emergency Preparedness(EP) 

- Radiation protection (RP) 

- Fuel Storage(FS) 

Detail review items are list in the table 3.2. 

N. Results 

GSIs, finally selected for Korea are as follows: 

1. fuel channel and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CI1) 

The coolant channels in CANDU reactors increase in length and diameter 

with the passage of time, due to creep, induced by temperature and 

irradiation. This requires periodic adjustments, which is a cumbersome 

operation. Furthermore, several mechanisms have been identified as 

contributors to fuel channel degradation, which could lead to fuel channel 

failure. 

2. Deterioration of core intemals(CI2) 

Calandria tubes in CANDU reactors have the potential problem of 

contacting the liquid poison injection nozzles (LIN) anφor the horizontal 

flux detector units, due to creep during the design life. 

3. Steam and feedwater piping degradation(C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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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and feedwater piping is subject to degradation by corrosion, stress 

corrosion cracking, fatigue due to thennal stratification, water hamrner 

and vibration. 

4. ECCS sump screen adequacy(SS l) 

Break-up of thennal insulation of equipment and pipelines inside the 

containment can, under LOCA conditions, lead to a common mode failure 

by c10gging the sump screens anφor the ECCS heat exchangers with a 

high risk of losing ECCS recirculation. 

5. Reliability of motor-operated and check valves(SS7) 

Malfunctioning of power-operated valves or check valves could create 

unacceptable situations during accidents and contributes to the risk 

associated with postulated core-melt accident sequences. 

6. Containment integrity(CSl) 

Severe accidents and DBAs like steam line breaks with loss of dosing 

system can generate phenomena, such as the one described above, which 

can lead to over-pressurization of the containment beyond the design 

basis and, consequent1y , may produce the containment failure. 

7. Qualification of eqUÍpment and structures inc1uding aging effects (GL 2) 

The qualification of equipment important to safety is required to 

demonstrate their ability to fulfill their intended functions. 

8. 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is (AA2) 

The limiting values for bundle and channel powers are specified in the 

Operating License for each station. The adequacy of Regional Overpower 

Protection (ROP) or Neutron Overpower Protection (NOP) trips for 

reactor operation with a flux tilt is demonstrated by analyse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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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into account different plant states for which continued operation is 

pennitted. It is also important that licensees perfonn safety analyses in a 

systematic quality assured manner so that high confidence can be 

attributed to the definitions of the licensing basis and safe operating 

envelope for each of the licensees stations. 

9. PHT pump operation under 2-phase flow conditions (AA3(B)) 

The operation of Primary Heat Transport (PHT) pumps under low 

suction pressure and significant void can be detrimental to the integrity 

of the PHT system plpmg due to the generation of large-amplitude 

pressure pulsations and excessive pump set vibration. 

Further work was therefore required to develop a mechanistic pump 

model from the available data base and apply it to the PHT system 

plpmg configuration. 

10. Need for analysis of accidents under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 (AA4) 

In shutdown conditions, there are less barriers and levels of protection 

available to prevent an event from developing into an accident. This is 

somewhat offset by the lower decay heat rate in the core which can 

allow longer times for operators to take corrective actions. All main 

safety functions can be affected as seen from generic observations of 

PSA studies made for different plant types. 

V. Plan for the application of study results 

In this study, we trγ to find out GSIs to have great impact on PHWR 

operated in Korea. Those issues have not been retrieved yet, even also 

those have not been discussed in detail at that time. GSI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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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d into two-groups; resolved and unresolved issues. However, all 

GSIs must be resolved in order to guarantee nuclear safety. So if there 

are some unresolved issues still remammg in the design and/ or operation, 

we have to put all efforts to solve those problems as soon as possible. 

Even if it may take some time and some expenses, those should be 

cl따lfied. If we cannot solve the problem by ourselves. we have to ask 

cooperation to other CANDU users. In the beginning of this study, the 

action items which are derived during operation and the GSIs and other 

issues according to the reactor design characteristics are also included for 

discussion. We intended to derive the GSIs which is most appropriate in 

our PHWR by exammmg every issues. And the derived GSIs have to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However, those issues cannot be cleared with 

our own capability. In that case, the aids of Canada are necessary, 

however, we expected that many portions of the derived GSIs will have 

to be solved by the domestic research. The derived GSIs are divided into 

the design parts and the operation parts. The design GSIs are solved in 

cooperation with Canada and it is possible that new problems may be 

derived during the operation of PHWR. As shown in the table of the 

text, the facing issues which are derived by Canada are mostly related to 

the design or to the regulations. But other issues proposed by the 

countries, most of the issues are more or less related to operation. There 

are not many issues which can influence on the safety seriously, 

however, there are considerably many issues expected for further 

operation. Thus it is urgent for us to find the safety issues which can 

influence on the safety seriously and make an effort to solve these 

derived issues. We expected that some issues may require many 

man -powers and much time. In this case,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a great contribute to prepare follow-up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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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ic 원자로에 관한 일반안전현안(GSI， 

Safety Issue)은 국제 원자력 기구를 중심으로 중수형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 

는 나라들이 필요에 의해 개발 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도출되는 현안들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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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 발 현황 

우리 나라의 원자력법령 및 안전규제요건체제는 신규 및 가동 중 원전에 

대한 규제수요가 많은 경수형 원자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수형 원자 

로 공급국인 미국의 경우 안전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안전규제체제가 미국의 경수형 원자로의 규제 

체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었다. 그러나 중수형 원자로는 공급국인 캐나다를 

위시하여 아직 많은 나라에 널리 공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 

규제체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또한 대부분의 규제체제가 수요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운전 경험 

에 따른 의견 반영이 우선되는 경향도 있었다. 따라서 중수형 원자로에 관한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의 반영측면에서는，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 

력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규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미비한 실정에 있다. 이런 규제체제는 캐나다의 특수한 

입장에서 생성된 것으로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의 규제체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규제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규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는 의견이 대두되었던 적도 있으며， 기술기준도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 좋다는 의견도 많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 원자력발전의 불 

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나친 규제의 강화는 오히려 운전자들에 

게 부담을 많이 주어 운전자들의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 

도 있다. 규제란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발 

전소를 운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말 중수형 원자로에 고유한 안전성 문제가 있는 

지를 파악하였으며 적절한 규제체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 

이다. 

중수형 원자로의 일반안전현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지금까지 

중수형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서 Generic Action Items(GAIs)로 

도출한 운전 경험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일반안전현안을 정리하였다.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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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GAI는 원자력발전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의 원자로 

설계와 그에 따른 운전 특성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GSI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중수형 원자로의 운전 중에서 발생한 충분한 경험들을 면 

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비록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안전성 문제들 

도 같이 검토하였으며， 운전자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2.1 국내 기술개발 현황 

원전의 안전심사/검사 및 운전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개선점 및 보완 필요사 

항중 기 수립된 명확한 규제근거가 없거나 규제입장에 대한 결론을 단기적 

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현안을 국내 고유 “일반안전현안 (KGSI, Korean 

Generic Safety Issues for CANDU NPPs)"화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수형 원자로의 경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일반 

안전현안 (NUREG-0933)을 기반으로 도출한 바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도 

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일반안전현안을 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다. 

2.2 국외 기술개발 현황 

중수형 원자로의 일반안전현안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 

전위원회 (CNSC)가 신규 및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이 

를 일 반당면 현 안(GAI， Generic Action Items)으로 분류하여 이 에 대 한 해 결 

을 자체해결 또는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의 신규 규제수 

요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안전현안 해결노력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수형 원자로 운영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수 

형 원자로 고위규제자회의 (Senior Regulator Meeting)를 중심으로 중수형 원 

자로에 대한 일반안전현안(GSI， Generic Safety Issues)을 도출하는 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일반안전현안 

(Gsn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이에 대한 안전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국제원자 

력기구는 중수형 원자로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경수형 원자로와 같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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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현안에 대한 현안선정과 안전지침개발을 위하여 중수형 원전 주요 운영 

국가인 캐나다와 우리 나라가 주도가 되어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개발을 추 

진 중에 있다. 

2.3IAEA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반안전현안의 요약 

1. Draft Report on Compilation of Generic Safety Issues for Light Water 

Reactor Nuclear Power Plants 

。 Consultants Meeting on Compilation of Generic Safety Issues for 

Light Water Reactor Nuclear Power Plants 

- Vienna, 31 July - 4 August 1995 

- Vienna, 9 - 13 December 1996 

- Vienna, 9 - 18 June 1997 

o Technical Committee Meeting on Compilation of Generic Safety Issues 

for Light Water Reactor Nuclear Power Plants 

- Vienna, 9 - 13 June 1997 

。 현재 Draft Report가 나온 상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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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I 분류 및 항목수 

분 -* 항목수 

1. General 4 

2. Reactor Core 6 

3. Component Integrity 15 

4. Primary Circuit and Associated Systems 8 

5. Safety Analysis 19 

Design 
6. Electrica1 and Other Support Systems 9 

7. Instrumentation and Control Cincl. Protection Systems) 16 

8. Containment and Other Structures 3 

9. Intemal Hazards 9 

10. Extema1 Hazards 4 

11. Accident Analysis 7 
-까ι‘- 계 100 

1. Management 12 

2. Operations 4 

3. Surveillance and Maintenance 9 

Operation 
4. Training 3 

5. Emergency Preparedness Gncl. Physica1 Protection) 3 

6. Radiation Protection (incl. Waste Management) 3 

7. Fuel Storage 3 
-까」、- 계 37 

합 계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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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1 서론 

IAEA에서 개최한 ”중수로 안전성 현안문제” 관련 제 1회 자문회의에서 중 

수로 보유국인 캐나다，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의 4개국이 참가하여 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현안 문서 (IAEA Tech. Doc.-1044)를 기초로 중수로 

안전현안에 대한 Data Base 구성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였으며， 경수로 안전 

현안의 중수로 적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토의를 통해 적용이 가능한 안 

전성 현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하고 도출된 각 현안을 중심으로 “중수로 안 

전 현 <a(Draft Report, "Generic Safety Issues for Nuclear Power Plants 

with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s and Measures for Their 

Resolution")을 작성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수로 보유국의 얼반안전 현안과 파EA의 국제공동연구를 

조사함으로써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일반안전현안 도출을 수행하고 이를 통 

하여 국내외 얼반안전현안의 Data Base를 구축하고， 구축된 자료를 바탕으 

로 일반안전현안의 제도화를 위하여 국내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산.학.연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수형 원자로의 일반안전 현안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 

고 국내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일반당면현안 (GAI)과 국내 인허가 및 가동 중 안전 

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기술개발연구 추진실적은 미비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최 근 국제 원자력 기 구(IAEA)의 CANDU Senior Regulator Meeting 을 중심 

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안전현안(GSI， Generic Safety Issues)을 도출하는 

작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문서로 개발하 

려는 움직임이 았다.IAEA에서는 중수로 안전성 현안에 대한 규제기관간 정 

보교환 및 Tech. Documents 작성을 위하여 ”중수로 안전성 현안문제” 관련 

제 1회 자문회의를 ‘00년 5월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중수로 보유국인 

캐나다，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의 4개국이 참가하여 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현안 문서 (IAEA Tech. Doc. -1044)를 기초로 중수로 안전성현안에 대 

- 13 -



한 Data Base 구성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였으며， 경수로 안전성 현안의 중 

수로 적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토의를 통해 가능한 안전성 현안을 우선 

적으로 도출하고 도출된 각 현안 (표 3-1 참조)을 중심으로 “중수로 안전성 

현안(Draft Report, "Generic Safety Issues for Nuc1ear Power Plants with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s and Measures for Their Resolution")를 

작성 중에 있다.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일반안전현안 도출을 위한 연구는 

IAEA의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함으로써 200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경수형 및 중수형 원전 20기에 대한 원전 건설 및 운영과 함 

께 많은 원전 인허가 심사경험이 축적되어 왔다. 규제기술은 가압경수로의 

경우 전문성의 향상과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중수형 원자로의 경우는 

독자적인 규제기술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안전 

규제 관행에 따라 안전규제에 적용되는 설계 기준자료를 도출， 선정하고， 이 

를 우리 -나라의 안전규제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하여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에 공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었다. 

3.2 일반안전현안 검토 

3.2.1 국내외 주요안전현안 

본 연구에서는 중수형 원자로의 일반안전현안으로 크게 두 분야에 대한 검 

토를 하였다. 하나는 설계 측면(Design Safety Issues)에서 일반안전현안을 

검토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가동 중 안전성현안(Operational Safety Issues) 

을 택하여 검토하였다. 

가. Design Safety Issue 

중수형 원자로의 설계 측면에서 일반안전현안으로는 다음의 분야를 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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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GL) 

- Reactor Core(RC) 

- Component Integrity( CI) 

Primary Circuit and Associated Systems(PC) 

- Safety Systems(SS) 

- Electrical and Other Support Systems(ES)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ncluding Protective Systems(IC) 

- Containment( CS) 

- Intemal Hazards(IH) 

- Extemal Hazards (EH) 

- Accident Analysis(AA) 

나. Operational Safety Issues 

중수형 원자로의 가동 중 안전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중점 

적으로 검토하였다. 

- Management(MA) 

Operations(OP) 

- Surveillance and Maintenance(SM) 

- Training(TR) 

- Emergency Preparedness(EP) 

- Radiation Protection(RP) 

- Fuel Storage(FS) 

더 자세한 검토 사항들은 표 3.2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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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3.3절에서는 위 분류의 각각에 대해 일반안전현안으로 가능한 문제들 

을 각 분야별로 정리하고 실제 중수형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의 

견을 검토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은 아직 모든 중수형 원자로를 보유하 

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합의한 것은 아니며 각 현안에 대하여 검토 중이다. 

앞으로 2차 연도에서는 각 나라들의 의견을 상세히 검토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반안전현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찾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 

고 한다. 여기서 제시된 일반안전현안들은 먼저 간단하게 문제점 또는 도출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현안에 대해 각 국이 제시한 의견들을 수록하였다. 

3.3 일반안전현안 도출 및 검토 

여기서는 앞에서 분류한 일반안전 현안들을 각 분야 별로 정리하고， 각 분 

야에서 일반안전현안을 도출하였다. 각 나라들이 제시한 일반안전현안과 당 

면현안과제들을 모두 포함하여 검토하였으며， 이 들 항목들을 더 자세하게 

검토하여 우리 나라의 일반안전현안들을 도출하였다. 

3.3.1 Design Safety Issues 

(1) General (GL) 

CD Classification of components (GL 1) 

안전성 관련 기기들은 안전기능을 확신할 록
 

도
 

이
 샤
 

수
 

l seismic safety 와 

quality를 포함한 몇 가지 의 범 주로 분류가 필요하다. 

- 아르헨티나 

19991건 seismic component classification 이 업 데 이 트 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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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발전소 건설허가에 대해 사전요건 중 하나로 system classification list가 

승인되었다. 

- 중국 

system classification 과 component classification list가 NNSA(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에 의 해 PSAR review로 승인되 어 야 한다. 

인도 

AERB는 안전성 중요도에 따라 Design safety guide로 safety classification 

and seismic qualification for PHWRs을 준 비 하 였 다. 

- 한국 

발전소 건설허가에 대한 사전요건중 하나이다. 

- 루마니아 

CNCAN(The Romanian Regulatory Authority) 는 system classification list 

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CANDU600 philosophy에 따른 system classification에 대한 요구 

rfÐ IAEA 기 준 에 의 해 정 의 된 system classification에 대 한 요구 

(2) 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structures including aging effects(GL 2) 

안전성에서 중요한 기기의 품질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시킬 능력을 증명 

해야 한다. 

- 아르헨티나 

노후 효과와 관련한 기가 분석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계내역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9 신뢰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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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조건과 지진 등에 따른 분류 

@ 시험과 모사를 보증 

@ 품질보증계획 

@ 공급자의 자격 

- 캐나다 

- 중국 

@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보증 

9 급수배관벽의 두께평가 
@ 비상공기배출계통 

NNSA는 TQNPC(Third Qinshan Nuclear Power Company, Utility of 

TQNPP)로 하여금 TQNPP PSAR에서 feeder pipe wa11 thinning issue를 해 

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측정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 인도 

- 한국 

@ 기기와 구조의 평가 

9 급수배관벽의 두께 평가 
@ 환경조건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feeder thickness 측정을 위한 영구적인 on-line 감시 

계통이 설치되었으며 월성 3，4호기에 대해서는 급수배관의 두께를 측정하였 

으며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월성 1호기에서 2000 outage 기간 동안 229 

개의 급수배관을 조사한 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최소 허용 벽 두께에 도달 

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erosion -corrosion rate를 평 가하고 벽 두께 를 주기 적 

으로 확인할 필요성 이 있다. 

- 루마니아 

계통과 기기에 대한 안전 요구의 일부분으로서의 노후 문제는 최근의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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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심사항이다. 

@ lnadequacy of reliabi1ity data (GL 3) 

발전소의 품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기기 신뢰성 database 

가 사전 준비되어야 한다. 

- 아르헨티나 

안전성 관련 기기 자료의 정당성은 규제요구사항이다. 

- 캐나다 

신뢰 성 자료는 regulatorγ standard S -99에 의 해 요구되 는 annual reliability 

report의 일부분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인도 

기기의 선뢰할만한 실패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많은 인도의 공급자들로 인 

해 문제점에 직변해 있다. 

- 한국 

KINS Nuclear Event Evaluation Database 

KEPCO Plant Outage lnformation & Tracking System 

Power Unit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π'-Juclear-II 

@ Need for performance of plant-specific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s 

(PSA) (GL 4) 

존재하는 발전소의 안전계통의 초기설계와 기본안전철학은 주로 결정론적 

방법에 기초하였다. 확률론적 방법론의 발전， 특히 PSA는 발전소의 안전성 

을 다루는 가능성을 높여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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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발전소의 PSA 범위는 설계 운전， 기기의 유지를 통해 발전소의 

안전 기준을 평가하고 국가 안전기준과 국제 권고를 비교하여 발전소의 운 

전을 둡는 것이다. 

- 캐나다 

PSA는 캐나다에서 아직까지 규제요건은 아니지만 Regulatory Guidance 

document G-6에서 안전성 분석의 일부분으로 정의한다. 

강
 
션
 PSA는 중국에서 아직까지 규제요건은 아니지만 TQNPC는 TQNPP에 대해 

PSA를 수행할 것이다. 

- 인도 

PSA (Ievel 1) Narora, Kaiga RAPP 3&4, Madras에 대해서 완료되었으며 

Kakrapara, Rajasthan 1&2, Tarapur에 대해서는 향후 3년 동안에 완료할 것 

이다. 

- 한국 

캐나다의 규정과 PSA 방법론은 KINS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AECL 

에 의해 개발된 Level 1 PSA의 방법론은 KINS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 

다. 예를 들어 AECL은 redundant 기기의 공통원인고장(comrnon cause 

failure)을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omrnon cause failure를 고려하는 

것은 KINS의 초기 요구사항이었다. PSA방법론을 사용한 안전성 평가를 요 

구하는 KINS의 regulatory guideline은 중수형 원자로 발전소에도 적용된다. 

이는 중대사고에 대한 발전소 안전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발전소의 level 

2 PSA의 수행을 요구한다. 

- 파키스탄 

PSA 응용계획이 2001년 2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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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허용된 원자로 정지기간 평가(AOT， allowed outage time) 

@ 설계변경 

@ 인간행동의 개선 

@ 감시시험기간의 최적화 

요구사항은 1997 조건으로서 PSA의 

고려한다 

- 루마니아 

Cemavoda 2호기에 대해 인허가 과정의 

년부터 형성되었고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 

(2) Reactor Core(RC) 

CD lnadvertent dilution and precipitation of poison under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RC1) 

생 

부적절한 

독물질이 

또한 감속재 계통에서의 

있으며 결과적으로 반응도 증가를 야 

감속재 계통에 유지하기 위해서 

있다. 되며 

pH 통제는 가돌리늄 침전을 야기할 수 

기한다. 

까

T 

미임계를 

야기할 임계를 

동안에 

도~ 1:11-
-, "프 

정지 발전소 

기게 

있다. 수
 
’ 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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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 모드에서 

인도 발전소에서 

야기하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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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하여 

이온 교환기를 추가하는 설계 변경을 수행하였다. 

오염을 기기의 시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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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정지동안에 가돌리늄 또는 붕산은 음의 반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갑작스런 붕산의 정화를 막기 위해 이온 교환기와 중수공급라인에 

연결된 밸브는 잠겨있어야 한다. 이들 밸브의 개방은 선임 운전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 루마니아 

가돌리늄 침전은 적절한 pH 수위를 유지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모든 요구 

사항은 발전소 정지시 주요 행동에(정지 이후의 재가동 포함) 대한 인허가 

과정 의 일부분으로서 regulatory practice의 일부분이 다. 

(2) Unreliable insertion of control rods(RC2) 

원자로 정지동안 또는 제어봉 삽입 시험동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Embalse 발전소에서 plate clutch 문제로 인하여 제어봉 삽입 시험 시 문제 

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유지 절차가 개선되었다. Atucha 발전소에서 

제어봉 삽입 시험 시 몇몇의 제어봉이 완전히 삽입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 

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guide tube가 탱크 바닥에 고착되는 것과 중성자 

속으로 인한 tube의 형태변화를 들었다. 따라서 새로운 end guide tube가 만 

들어졌으며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제안한 계획으로 교체가 진행중이다. 

- 인도 

원 자로 정 지 를 위 한 shut-off rod, adjuster rods , shim rod, absorber rod를 

사용한다. shut-off rod 삽입 시점은 원자로 정지 시 측정되며 제어봉에 대 

해서는 PM 계획이 삽입과 인출의 시점을 측정하기 위해 적절하다. 

- 루마니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면한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 그러나 이는 향후 

문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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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 of high bumup fuel under accident conditions(RC3) 

최근의 실험 자료들은 반응도 삽입 사고와 설계기준 과도사고 시 과거에 비 

해 고농축연료가 실패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Fuel cladding corrosion and fretting(RC4) 

몇몇 발전소에서 연료 재장전 시 손상된 연료가 발견되었다. 관찰되는 손상 

은 spacer/bearing pad에 의해 야기되는 침식의 결과로서 연료 피복재의 마 

모와 연료봉 end-piece/end plate의 파열과 같은 손상， 높은 침식마모와 관련 

한 피복재 부식 손상을 포함한다. 

- 캐나다 

CNSC는 Generic Action Item으로 이 현안을 확인하였다. 

- 인도 

연료 피복재 마포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양한 인도 원자로에 

서 4007R 이상의 연료 채널을 조사하였으나 어떤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았다. 

- 한국 

spacer 또는 bearing pad에 의한 마모의 결과로 나타나는 피복재의 손상은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루마니아 

관찰되는 현안으로 고려한다. 

(3) Component Íntegrity(CI) 

CD fuel channel and reactor pressure vessel Íntegrity(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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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따라 중수형 원자로 

길이와 직경이 증가한다. 더욱이 연료 채널의 실패를 유발 

손상의 몇 가지 메커니즘을 확인하였다. 

시간이 야기 하는 creep에 의 해 온도와 방사선이 

의 냉각재 채널의 

하는 연료 채널의 

- 아르헨티나 

규제 위원회는 원자로 압력용기와 관련한 적절한 정보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사고시 운전 상황에서 압력용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음을 

론지었다. 따라서 압력용기에서 적절한 안전성 여유도를 유지할 것을 보증할 

결 

요구된다. 목적으로 2001년까지 펼수적인 측정이 

- 캐나다 

규제 위원회는 발전소 사업자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였다. 

@ 이 중수소 내 입 (ingress)을 확인 

@ rolled-joint 손상을 확인 

@ 마모를 확인 

@ 기포 생성을 확인 

@ 압력 tube 변형을 확인 

변화를 확인 뺑 물성 

“pressure tube aging management program"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산업계는 원자력 캐나다의 

확인하였다. NNSA는 설계 

측정을 증명하도록 요구 

감
 
섭
 압력 tube의 건전성 현안은 TQNPP PSAR에서 

자가 압력 tube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하였다. 또한 수소가 포함된 재료들은 제작단계에서 엄격히 관리되도록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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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ant channel life management program 

- post irradiation examination(PIE) program 

냉각채널 실패와 관련한 안전현안으로 인도는 하나의 압력 tube와 Calandria 

tube의 파열을 가정하였다. 주변의 채널 건전성이 평가되었으며 위의 사고를 

통제하는 규정과 보호계통이 증명되었다. 

- 한국 

@ 압력 tube에 대한 운전 지침: 월성 2호기의 건설허가로서 1992년 

KINS는 사업 자로 하여 금 최 근의 DHC(delayed hydride cracking)와 압력 

tube의 LBBOeak before break)를 기초로 한 권고 PHTS 운전지침을 제공하 

도록 하였다. 지침은 AECL과 KEPCO가 준비한 2년 후 1995년 5월 KINS에 

제공되었다. 이 지침은 KINS에 의해 검사되었으며 승인되었다. 그리고 월성 

2，3，4호기와 월성 1호기에 적용되었다. 

@ AGS(annulus gas system)의 비정상 절차 개선: KINS는 이 절차 

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됨을 발견하였으며 이 절차를 삭제하는 대신에 두 부 

분으로 나누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절차는 누설 위치를 확인하는 

시간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 파키스탄 

연료 채널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 원인을 확 

인하고 1993년 시험적으로 8개의 연료 채널 상태를 평가하였다. 2002년까지 

추가의 연료 채널에 대한 ISI(In-service inspection)을 계획하였다. 

루마니아 

이 현안은 규제 위원회와 사업자에 대해 모두 중요하다. 

(2) Deterioration of core intemals(CI2) 

중수형 원자로의 Calandria tube는 잠재적으로 설계 수명동안 변형으로 인한 

LIN(Liquid Poison Injection Nozzles) 또는 수평 속(f1ux)감지 장치와 접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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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아르헨티나 

Atucha 1호기의 내부에서 노후 문제가 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Embalse 발전소의 내주 손상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 캐나다 

사업자는 노심 내부 손상을 확인할 목적의 감시를 포함하는 노후 관리 프로 

그램을 마련하였다. 

- 언도 

Calandria tube 누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진동 잠금 시스뱀이 

도입되었으며 감속재 입구의 다양한 실패로 인한 Calandria tube 주변의 누 

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ECB는 사업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안전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감시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 한국 

월성 2，3，4호기에 대한 인허가 검사를 통해 Calandria tube와 LIN의 접촉 문 

제가 원자로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접촉문제를 피 

하기 위한 측정은 월성 1호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KINS는 KEPCO로 하여 

금 접촉문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측정을 제공해야 함을 요구하였다. 

KEPCO는 관찰 포트를 통한 Calandria tube와 LIN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를 마련하였으며 월성 1호기에 대해 초음속파를 사용하여 간극을 

측정하였다. 

- 루마니아 

노심 내부의 노후와 방사선 문제는 설계기준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5월에 주기적인 안전검사 프로그램 요건으로 채택하기 위해 검사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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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 tube integrity(CI3) 

증기발생기 tube 손상은 연료냉각에 영향을 미치고 방사성 물질을 구속할 

수 있는 일차 이차 계통의 누설을 야기하며 계획에 없는 원자로 정지를 야 

기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의 tube 손상은 일 이차 배관의 건전성에 대한 잠 

재적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한다. 

- 아르헨티나 

Lancing 또는 magnetite 클리닝 과정이 아직까지 행해지지 않은 점은 중요 

하며 이후의 계획적인 원자로 정지 시에 이를 행할 필요성이 있다. 

- 캐나다 

안전운전의 일부분으로서 캐나다의 사업자들은 증기발생기의 건전성 프로그 

램을 행하는 관리 절차의 개발을 요구받는다. 증기발생기 tube는 

PIP(periodic inspection program)에 따라 감시 되 어 야 한다. 

- 인도 

인도에서의 증기발생기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오래된 발전소이 

며 다른 하나는 최근의 발전소이다. 최근의 발전소들은 lancing, blow down, 

in - service inspection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으나 초기의 설계에서는 이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1995년까지 인도의 중수로에서는 증기발생기 문제가 발 

생하지 않았다. 화학통제는 만족할만하며 이는 기술보고서의 일부분이다. 

- 한국 

초기 설계에서는 슬러지 lancing 구멍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모든 월성 발전 

소에는 이 구멍이 제공되지 않았다. 현재 월성 1호기에는 4-6인치의 슬러지 

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KINS는 모든 월성 발전소에 lancing 구멍 설치를 포 

함한 수리 프로그램을 요구하였으며 KEPCO는 각 발전소에 대한 설치 계획 

을 제출하였다. 

@ 월성 2호기 : 200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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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1호기 : 2001년 

@ 월성 3호기 : 2001년 

- 파키스탄 

tube sheet의 슬러지 제거와 tube 지지대에서의 tube 틈 청소에 대한 계획이 

진행중이다. 

- 루마니아 

증기발생기 tube는 PIP(periodic inspection program)에 따라 감시되어야 한 

다. 

@ Bolting degradation or bolting failures in the priffiary circuit( CI4) 

다양한 손상 메커니즘은 안전성 관련 기기에 사용되는 볼트의 건전성에 영 

향을 준다.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안전현안으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 인도 

볼트 손상은 손상속도가 현저하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안전현안 문제 

가 되어왔다. 

(5) Cast stainless steel cracking( CI5) 

염료침투시험으로 주 순환루프에서의 일차계통 펌프몽체 cast, 밸브， elbow 

에서 균열과 작은 구멍을 발견하였다. 

- 인도 

인도 중수로에서는 부식， 피로， 이상유동， 진공현상 등에 의해 밸브몸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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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펌프 cast에서 손상이 발견되었다. 

@ Loads not specified in the original design(CI6) 

증기발생기 divide plate의 손상은 LOCA 시 중수형 원자로 발전소의 관심사 

항이다. PHT와 안전계통에 연결된 배관은 발전소의 정상운전 시 과도한 열 

과 유동에 노출된다. 이 과도현상은 열쇼크，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연결배관의 이탈을 야기한다. 

- 아르헨티나 

배관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규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수행되었 

다. 

-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안전현안은 아니다. 

- 인도 

진동에 의해 열수송기기에서 실패가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밸브， 배관， 

지지계통의 설계가 변경되었다. 

- 한국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루마니아 

관련한 안전성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J) Steam and feedwater piping degradation(CI7) 

증기와 급수 배관은 부식， 스트레스 부식 파열， 피로， 수격현상， 진동 등에 

의해 손상된다. 

- 29 -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수형 원자로 발전소에서 관찰 

되어 왔다. 

- 중국 

TQNPP는 모든 elbow와 tee에 대하여 부식 저항성질을 가지는 재료를 채택 

하였다. 

- 인도 

산， 알칼리와 같은 부식 액체를 포함하는 기기는 좀더 집중적인 두께 측정이 

필요하다. 

- 한국 

월성 1호기에 대해 두께 측정을 위한 영구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두 개의 채널에 설치되었다. 월성 3，4호기에 대해 모든 급수배관의 두께를 

측정했으며 주기적으로 검사될 것이다. KINS는 KEPCO로 하여금 급수배관 

의 두께 측정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의 범위를 월성 1호기로 확대할 것과 중 

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설립하도록 요구하였다. 

- 루마니아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었다. 

@ Steam generator intemals damage and plate cracking( CI8) 

LOCA시 증기발생기 divider plate의 손상은 중수형 원자로 발전소의 관심사 

항이다. divider plate의 구조적인 건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 또한 U-tube에 

서 진동에 의한 유동이 야기하는 지지막대의 마모는 몇몇 발전소에서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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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몇몇 발전소에서 건설이 bo1t에서 납램으로 변하였다. 

- 한국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루마니아 

증기발생기 divider plate 손상 평가는 인허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루마니아의 CANDU 600에 대해서는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4) Primary circuit and associated systems(PC) 

CD Overpressure protection of the primarγ circuit and connected 

systems(PCl) 

과도압력 보호계통과 특히 가압기 또는 정지냉각계통에 위치한 안전 밸브의 

신뢰성 보장되어야 한다. 

-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 

다. 

감
 
야
 압력을 받는 모든 계통과 기기는 과도압력 보호 장치에 의해 적절히 보호되 

어야 하며 이는 인허가 사전 요구사항이다. 

- 인도 

몇몇 발전소에서의 사고는 정상 한계를 

에 대해 초기 설계 변경이 수행되었다. 

넘는 압력 과도상태를 야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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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중수형 원자로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 

다. 

-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예상으로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고려되는 몇몇이 있다. 

(z) Adequacy of the isolation of low pressure systems connected to the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γ(PC2) 

원자로 냉각계통과 저압 경계계통사이의 고립밸브는 인간실수와 기기 고장 

으로 인한 부적절한 개방과 누설이 있다면 저압 계통의 과도압력에 대해 적 

절히 보호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 

다 

@ Safety, liquid and relief valve reliability(PC3) 

일차， 이차 계통의 누설이 있을 경우 증기발생기가 넘칠 수 있으며 물이 증 

기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으며 안전밸브와 방출밸브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러한 밸브들의 물과 수증기 혼합에서 상황에서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방이후에 다시 닫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안전 및 방출 밸브의 신뢰성은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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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판은 매각인의 권고와 같이 교체된다. 

- 한국 

LCO에 따른 LRV에 대한 행동지침이 강화되었다. 

- 루마니아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Spring actuated safety and relief valve reliability(PC4) 

잘못된 압력 기준과 작동하지 않는 압력방출밸브가 발견되었다. 품질보증계 

획은 압력방출밸브가 올바르게 보정되어야 하고 바른 정지 시점이 설정되어 

야 하고， 바른 스프링이 설치되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에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안전 및 방출 밸브의 선뢰성은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 인도 

스프링으로 작동되는 방출밸브는 시험에 의해 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5) Water hammer in feedwater lines(PC5) 

이 현안은 증기발생기 feedring과 급수배관이 포함된 다양한 수격현상 사고 

가 발생한 후 일어난다. 계통감시절차는 설계에서 수격현상이 적절히 고려되 

고 운전중인 원자로에서의 감시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 캐나다 

캐나다 발전소에서는 연간 수격현상이 기록되어 왔다. 수격현상의 원인은 운 

전원 실수와 부적절한 절차로부터 야기되며 사업자에 의해 확인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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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절차의 수정， 수위 조절기기의 변경， 운전원 훈련개선을 포함하고 있 

다. 

- 한국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5) Safety systems(SS) 

CD ECCS sump screen adequacy(SS l) 

LOCA 상황에서 격납건물 내부의 배관라인과 기기의 열적 절연이 깨어지게 

되면 sump 스크린과 ECCS 열교환기를 방해하여 공통원인고장을 야기한다. 

- 아르헨티나 

ECCS sump가 외부 물질이 저압펌프 흡입라인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변경되 

었다. 

- 캐나다 

ECC strainer가 막히는 사고에 대해 규제 위원회는 사업자가 아래의 사항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 1995-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자는 파편의 성질을 평가할 필 

요성이 었음을 결론지었다. 

9 사업자는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요구받았다. 

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행하였다. 

@ 파편의 생성， 이동， 축적을 평가하는 계획을 수행되었다. 

9 관련사항에 대한 실험 계획이 시작되었다. 

@ AECL은 좋은 형태의 strainer를 개발하였다. 

@ 실험계획이 완료되면 strainer의 정확도를 평가할 것이다. 

@ 새로운 strainer가 발전소에 설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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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sump screen 방해에 대한 관심은 월성 4호기의 건설 단계에서 제기되었다. 

월성 4호기의 격납건물에 사용된 코팅 물질은 가상의 사고상황에서 적합하 

지 않다. 사고시 적합하지 않은 코팅 물질은 표면으로부터 분리되어 파편을 

생성하고 비상 sump로 이동한다. 

@ 관련요구사항: 모든 운전중인 발전소는 20개월을 기준으로 조사되 

고 감시되어야 한다. 

@ 수정행동: 사업자는 외부의 환경상황과 스프레이 물의 유동으로부 

터 코팅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 알루미늄 판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KINS는 

사업자의 위의 조치를 평가하여 월성 4호기에 대해 승인하였다. 

- 파키스탄 

외부물질의 삽입과 sump 막힘을 피하기 위하여 sump 개방이 변경되었다. 

- 루마니아 

관련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나 안전계통의 요구조건으로서 계산부족으로 승인 

과정이 복잡하였다. 현재 승인과정이 진행중이다. 

(2) Problems in ECCS switchover to recirculation(SS2) 

ECCS는 고압， 중압 주입과 저압 재순환으로 나뉘어지며 재순환 모드로의 

전환은 몇 개의 밸브를 재편성되어야하며 수동， 자동 반자동 운전으로 이루 

어진다. 전환이 수동일 경우와 즉각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펌프 

손상에 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재순환 모드로의 전환시 운전원의 실수는 ECCS 펌프 진공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운전원 실수를 줄이기 위한 훈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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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도의 ECCS는 피동형이므로 LOCA시 운전원 행동이 개입되지 않고 재순 

환 모드로 전환된다. 주기적인 시험이 관련 밸브 작동과 작동 논리， 펌프 작 

동을 감시하기 위해 적용된다. 

- 한국 

주기적인 시험이 관련 동적구동밸브의 올바른 작동， 작동 논리， 우회 유량에 

따른 ECC 펌프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행해지며 최대 유량에 따른 ECC 

펌프 시험은 매 발전소 정지기간동안 행해진다. 

- 루마니아 

재순환 모드로의 전환시 운전원의 실수는 ECCS 펌프 진공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운전원 실수를 줄이기 위한 훈련과 운전 절차가 적용된 

다. 

@ Boron crysta1lization in systems(SS3) 

[GSI에서 삭제되었다] 

@ Accident management measures(SS4) 

이 현안은 사고가 설계기준을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매우 효과적으 

로 상태의 초기 통제하고 일차계통에서 연료와 핵분열물질을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보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 아르헨티나 

초기 설계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PSA 결과를 사용하여 많은 절차의 변경이 

행해졌다. 또한 운전허가 요구사항에 따라 책임 기관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비상사태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한 운전원 재훈련 계획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관련한 행동들은 운전 절차에 대한 해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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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캐나다 

CNSC는 이 현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취한 행동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자에 대해 화재보호능력과 국제표준에 적절한 기기의 평가를 

요구하는 Generic Action Item #96GOl로 “Fire protection for CANDU 

nuclear power plants"를 제기하였다. 

@ 사업자에 대해 안전성 관련 기기의 환경 친화를 보장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감
 

h 

이 현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중대사고를 막거나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건설허 

가 조건이다. 

- 인도 

설계 변경과 절차 변경이 PSA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되었다. 비상운전절차가 

기입된 비상상황에 대해 준비되었으며 잠재적인 약점이 확인될 경우 운전경 

험， PSA 결과 또는 해외의 결과들이 목록에 추가되었다. AERB에 의한 운전 

원 훈련 계획과 인허가 시험은 현재까지의 비상절차의 해석과 경험에서 강 

조되었다. 

- 한국 

월성 2，3，4호기의 외적요인에 의한 사고의 PSA를 수행하였다. 

@ 지진위험도 분석 

@ 화재위험도 분석 

@ 담수위험도 분석 

위 의 PSA에 대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외적요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SCA와 dousing tank 의 역할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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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크다. 

g 지진의 경우 그룹2 계통이 유용하다. 

@ 중수형 원자로 EDG의 설패확률이 

행 PSA는 설계개념， 발전소 배치， 

PWR에 

운전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장단점 

을 비교하는 강력한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 루마니아 

비정상적인 운전절차가 8개의 특수한 과도상태와 2개의 일반적인 과도상태 

에 대해 도출되었으며 이미 1호기에 사용되었다. 중대사고 관리절차는 2001 

년 5월의 재인허가에서 완성될 것이다. 

@ Leakages from systems penetrating containment or confinement during 

and accident(SS5) 

피복재 손상을 포함하는 발전소 사고에 따라 격납건물 외부에 위치한 안전 

계통은 방사능물질을 가두는 기능을 한다. 이런 계통으로부터 공기， 토양 또 

는 보조연결장치로의 누설에 대한 잠재성이 존재한다. 

- 캐나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인도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다루기 위해 아래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하였다. @ 원자로 냉각재 정화계통이 원자로 보조건물에 위치하도록 

9 인도 중수로의 현재 설계는 이중 격납건물을 채택하고 있다. 

@ 인도 중수로의 현재 설계는 냉각 타워를 채택하고 있다 

@ 격납건물은 사고 시 고립되며 내부의 공기는 차단된다. 

- 한국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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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gen control measures during accidents(SS6) 

사고 시나리오에서 불충분한 수소완화 계통은 심각하게 격납건물과 구속기 

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 아르헨티나 

CONTAll애 코드의 결과， Atucha 발전소에서 수소 폭발 현안은 격납건물 초 

기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서 확인되었으며， 완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 

행 중이 다. (igniter와 recombiner의 사용을 포함) 

- 캐나다 

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수소완화 측정의 PAR과 함께 격납건물 영역의 지역적인 수소 분 

포 결정을 평가해야 한다. 

9 짧은 기간과 긴 기간에서 수소연소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 짧은 기간과 긴 기간의 완화계획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PAR 

을 평가해야 한다. 

중국 

NNSA 는 TQNPP에 대한 건설허가에 대한 적용을 시작으로부터 이 현안을 

제기하였다. 사업자는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손상이 없을 것을 확인해야 하며 

수소가 충분히 격납건물 대기에서 섞여 폭발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을 것을 

분석해야 한다. 새로운 CANDU 6 발전소에는 두 개의 연료장전 기기와 보 

얼러실에 447~ 의 열표면 형태의 igniter가 도입될 것이다. 

- 인도 

원치 않는 수소농도의 지역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 아래의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개발되고 있다. 

@ 더 나은 대류를 조성하기 위한 Fα;I vault 사이에 상호연결 

9 촉매재결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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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AECB의 Generic Action Item 88-G-02는 아래의 사항을 중수형 원자로에 

요구하고 았다. 

@ 수소 섞임과 분포 

9 폭발과 기기 생존율에 대한 위험성 
@ 수소제거계통의 도입 

@ 컴퓨터 코드의 증명 

KINS는 월성2호기의 건설허가에 대한 적용이후로 이 현안을 검토하였다. 

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계반영을 하였다. 

@ 수소 섞임과 분포 : LOCA +LOECC에 따른 수소농도분포의 다중 

노드해석은 PRECON2 코드와 GOTHIC 코드로 행하였다. 

Q 수소제거계통 :44개의 수소 igniter(고온， 나선형코일 형태)가 원 

자로 건물내부의 연료장전기기와 증기발생기실에 도입되었다. 

@ 기기 생존율 igniter는 이중배치형태로 도입되었다. 보호막이 공 

간구속일 경우 도입되었다. 

@ 수소분석기의 도입 : 초기설계에서는 수소농도측정에 대한 기기 

가 없었으나， 샘플링 장치가 사고 후 모니터링 계통에 추가될 것이다. 

- 루마니아 

이 정보는 1호기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계획의 일부분으로서 현저한 

진전이 있은 후 갱신될 것이다. 

(]) Reliability of motor-operated and check valves(SS7) 

전기구동밸브와 체크밸브의 오작동은 사고시의 예기치 않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가정한 노심이 녹는 사고와 관련한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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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모터구동밸브(MOV motor operating valve) 시험계획이 시작되었 

으며， 계획의 결과로 토크 스위치 준비의 부적절， 작동기의 실패， 밸브 내부 

결점이 확인되었다. 

- 캐나다 

모든 사업자는 밸브모터에 의한 토크가 차압하중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이 

는 계획을 시작했다. 사업자는 MOV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미 아래의 행동 

을 취했다. 

@ 개방 스러스트(thrust) 요구조건을 재계산하였고， 개방 토크 스위 

치 준비를 증가시켰다. 

9 유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경로를 시험하였다. 

@ 두개의 회전자 제한 스위치를 네 개의 회전자 기기로 교체하였다. 

@ 관리 계획을 개선하였다. 

- 인도 

몇몇 기기에는 더 큰 모터가 도입되었고， 토크 스위치 준비와 운전논리의 변 

경은 ECC 모터밸브 문제를 해결하였다. 

- 한국 

MOST는 사업자에게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MOV의 구동성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MOST는 안전성 관련계통에서 MOV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을 요청하였다. 

@MOV 설계기준 확인 

@MOV 스위치 준비 증명 

@ 사고시 MOV 시험 

사업자는 이 현안을 5-8년 이내에 해결하도록 하였다. 

- 루마니아 

특별한 행동은 취해지지 않았으나， “ operational experience feedback 

program”의 일부분으로 고려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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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urance of ultimate heat sink(SS8) 

공급물의 완전상실은 잠재적으로 노심용융사고를 야기할 수 있으며， 대중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캐나다 

사업자는 궁극적인 열침 (heat sink)으로서 유용성을 보장하도록 감속재가 충 

분히 아맹각상태 임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았다. 

- 인도 

일반적으로 발전소 설계는 탬 붕괴나 SSE 사고와 같은 외부의 위험에 영향 

을 받지 않는 공급 수원의 유용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한국 

KEPCO는 궁극적인 열침 (heat sink)으로서 유용성을 보장하도록 감속재가 

충분히 아냉각상태 임을 증명하도록 요구받았다. 

- 파키스탄 

KANUPP는 적절한 열침과 열침 상실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대체물을 연 

구하였고 기능공유를 제거하여 일차 냉각재의 열침으로서의 유용성을 증대 

하기 위한 새로운 계통을 요구하였다. 

- 루마니아 

기술적 설계 특성은 특수 절차와 과도상태에 대한 비정상적인 발전소 운전 

절차에 의해 지원받는다. 

@ Sharing of safety systems between two or more station (SS9) 

[GSI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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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ility of the moderator as a heat sink(SS10) 

선뢰성이 없는 궁극적인 열침은 사고 시 연료채널과 연료의 건전성에 영향 
。 ;:ζ..-1

2" τC '-f 

- 캐나다 

사업자는 냉각재 온도 예측을 증명하기 위해 3차원 실험을 수행하도록 요구 

받는다. 

- 인도 

감속재 dumping이 제거되었고 기계적인 정지봉을 사용하여 빠르게 작동하는 

원자로 정지계통이 도입되었다. LOCA시 Calandria tube 건조(drγout)와 온 

도예측은 AA8, AA5에 나와었다. 

- 한국 

관련된 측정이 취해지지 않았으나， KINS는 캐나다에서 진행중인 실험의 결 

과에 관심을 가지고 현안으로 채택할 것이다. 

루마니아 

SS8과 같다. 

(6) Electrical and other support systems(ES) 

CD Reliability of off-site power supply(ESl) 

선뢰할 수 있는 소외전원의 공급은 PSA로 평가해본 결과 노심손상빈도에 

주요 원인의 하나인 백업전원 공급의 상실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악화 

된 전압상태는 소내 전원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기기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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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사고시 동적 반응동안 실제적인 소외전원 네트워크의 동작을 보이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 캐나다 

신뢰할 수 있는 소외전원의 공급은 사업자가 인허가 사전사항으로 만족시켜 

야하는 요구조건이다. 

- 인도 

일년에 걸쳐 소외전원공급의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의 변경이 선 

속하게 이루어졌다. 

@ 전기기기는 인도의 상황에 맞게 제작되었다. 

9 격 리 계 획 (islanding scheme) 이 도 입 되 었 다. 

@ 계전기 보호계통이 유지되었다. 

@ 기기는 갑작스러운 전압， 주파수강하에 덜 민감하도록 만들어졌다. 

@ 디젤과 UPS 통제 보호계획 비상전환계통은 그리드 변화를 견디 

도록 설계되었다. 

@ 설계마진이 증가되었다. 

- 한국 

월성 2，3，4호기의 PSAR 또는 FSAR은 소외지형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해 갱 

신되었다. 소외전원 동작 분석과 전력계토의 시험에 따라 규제검토가 수행되 

었다. 

- 루마니아 

그리드(grid) 연결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건설허가의 사전사항으로 수행되었 

으며， 이 연구는 현재 갱신되도록 요구된다. 

(2) Diesel generator reliability(E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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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비상디젤발전기 작동 신뢰성의 개선에 대한 신뢰성은 노심용융으로 진 

행되는 사고의 확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 아르헨티나 

디젤 초기작동시 사고에 대한 PSA의 일환으로서 신뢰도 연구는 개선된 독 

립성(화재방어막사용)， 초기작동논리의 개선， 모든 초기작동단계의 자동추적， 

독립된 두 번째의 디젤발전기 도입을 이끌었다. 

- 캐나다 

사업자는 적절한 시험을 통해 대기하고 있는 발전기는 정해진 신뢰도를 만 

족하도록 증명해야 한다. 

감
 
야
 디젤발전기의 신뢰도는 정해진 신뢰도를 만족하도록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인도 

계전기 보호와 신뢰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절에서 몇 가지가 변화되었으며， 

시험빈도와 시험 방법론이 변경되었다. 개선된 유지계획이 행해졌다. 

- 한국 

초기작동의 신뢰성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최근에 가압경수로의 과도한 주기 

적 비상디젤발전기 (EDG， emergency diesel generator) 시험은 노후화를 가 

속시킴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선뢰성 계획이 시행되었으며， 신뢰성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 디젤발전기의 신뢰도와 동작이 시험절차의 개선을 통 

해 계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중수형 원자로 형태의 발전소는 또한 PWR 

발전소에 적용되는 디젤발전기의 선뢰도 계획을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 파키스탄 

1998년 세 번째 대기중인 디젤 발전기가 도입되었다. 이 디젤 발전기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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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논리는 다른 두 개와 같으며 소외전원상실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작동하 

며， 다른 두 개의 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 Reliability of emergency DC supplies(ES3) 

비상상황에서 불충분한 배터리 공급은 사고 시 안전계통기능의 상실을 야기 

할수 있다. 

- 캐나다 

사업자의 유지， 시험 계획은 배터리 원이 정해진 신뢰도를 계속적으로 만족 

함을 보장해야 한다. 

- 인도 

@ 모든 배터리는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도 8-10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한다. 

9 교체 시와 새로운 발전소에 대해 성능이 거의 두 시간까지 증가되 

어 왔다. 

@ 배터리 성능시험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행해진다. 

- 한국 

DC 전원의 신뢰도는 주기적인 감시와 2년마다의 시험 5년마다의 동작시험 

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 루마니아 

배터리는 "System and item classification lists"에 포함된 인허가 요구조건 

이다. 

@ Control room habitability(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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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기로 운반되는 독， 방사성， 연기， 증기 등의 물질의 방출에 따른 통제 

실 상실은 통제실 운전원의 원자로의 안전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노심 

손상사고를 야기한다.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았지는 않으나 가상사고 시나리오의 관심사이며 

사업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감
 

h 

주 통제실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인허가 사전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다. TQNPP에서 SCA의 HVAC 계통은 지진영향을 충족시켜야 함을 요구 

한다. 

- 인도 

모든 발전소의 주 통제실에는 방사능 방출의 경우에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 

하기 위한 생존정화계통이 도입되었다. 이 계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AERB에서 권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적절한 변경이 이루어졌다. 

- 한국 

사업자는 적절한 정화기능， 추가적인 방호， 구조적인 강화와 같은 완화 기기 

를 도입하도록 요구받는다. 사고에 따른 통제실 상실에 대해 두 번째 통제실 

이 각 월성 발전소에 설치되었다. 

- 루마니아 

주 통제실이 기능을 상실할 경우 발전소는 APOP에 의해 제공된 두 번째 통 

제실로부터 운전될 것이다. 

(5) Reliability of instrument air systems(ES5) 

Instrument air 계통의 악화는 안전성 관련 계통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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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Inent air의 상실은 심각한 공통원인고장을 유발할 수 었다. 

- 인도 

몇몇 설계와 운전 변경이 만족할만한 안전성능과 신뢰할만한 작동을 가지도 

록 변경되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습기제거기기，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축 

압기 (compressor)의 사용， 축압기 성능향상을 포함한다. 

- 한국 

밸브 수리시에 우회를 하기 위해 잠김 상태에서의 밸브 고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한 여분을 얻기 위해 설계변경이 행해졌다 

- 루마니아 

Instrument air의 신뢰성 자료는 적절하지 못하며 안전계통에 속하는 

instrument air의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개선되었다. 운전원의 행동을 지원하는 

절차도 적절하게 변경되었다. 

@ Solenoid valve reliabi1ity(ES6) 

SOV(solenoid operating valve)의 고장은 안전 및 비 안전 계 통에 서 다중의 

밸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었으므로 이 밸브의 공통원인실패는 안전계통의 

작동성 상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인도 

아래의 절차로 SOV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신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SOV의 모든 정류자는 적절한 냉각을 위해 공기 통제실로 옮겨졌 
다. 

@ 모든 SOV는 더 높은 위치에 재배치되었고， 배관의 bend는 

SSS (secondary shutdown system)의 작동 시 밸브로의 액체독물질의 진행 

을 막는다. 

@ 이 밸브의 감시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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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업자는 이전의 저항값과 비교했을 때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해 solenoid를 교체하였다. 

- 루마니아 

가능한 상황에 대한 운전원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가 적절히 변경되었 

다. 

(7) Instrumentation and controWnclude protection systems) (IC) 

CD Inadequate electrical isolation of safety from non-safety-related 

equipment(ICl) 

안전성 관련회로에서 부적절한 격리 기기를 통한 선호 누설은 안전계통분류 

IE 기기 성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다른 경우 회로에서 전기적으로 

생성된 잡음은 격리 기기가 잘못된 결과를 내도록 할 수 있다.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는 않으나 이와 관련하여 몇몇의 기기에 대한 변 

경이 필요하다. 

- 인도 

인도의 중수로 설계자들은 전기적 잡음으로부터 안전 기기와 비안전 기기를 

격리하기 위해 격리 변압기와 증폭기 광학 연결기를 주로 사용한다. 이들에 

서는 격리실패가 나타나며 이를 추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적절한 감 

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 한국 

한국 발전소의 격리기기는 Class lE 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만약 안전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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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루프에 추가적인 기기의 도입이나 변경이 있다면 사업자는 이를 보고해 

야 한다. 

- 루마니아 

격리가 필요한 전기적인 안전요소는 IEEE의 1E에 따라야 한다. 2호기의 요 

구조건은 DBA와 BDBA의 확장으로 인한 환경 필요조건과 관련하여 1호기 

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1호기에 대한 차이점은 확인 중에 

있으며 2001년 5월 주기적 안전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ø I&C component reliability(IC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안전 기능은 I&C 계통의 불충분한 신뢰도로 인해 악화 

될 수 있다. 이 현안은 정상운전 시 초기사건을 야기할 수 있으며， 비정상상 

태를 야기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안전에 중요한 I&C의 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두 개의 중요한 행위 

가 조치되었다. 두 개의 새로운 트립 신호의 추가에 의해 CNA1의 원자로 

보호계통의 변경이 있었다. 

@ 과거의 SIMATIC N 대선에 EDM ISKAMA TIC & TELEPERM 

C Siemens 기술이 도입되었다. 

@ 노후로 인한 Vanadium & Platinum 중성자속 수직 감지기와 CNE 

에서의 연결배션을 전체 교체하였다. 

- 캐나다 

몇몇의 기기 특히 수은으로 젖은 계전기 (relay)는 I&C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 

해 교체되었다. 

- 인도 

계측 계통의 교체가 있었으며， 예로서 RAPS 1 ，2호기의 경수 dousing 계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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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측계통의 개선이 있었다. 

- 한국 

안전에 중요한 I&C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전의 발전소에서 아래의 조치 

가 행해졌다. 

@ 중성자속 감지 집합을 교체 

@ 수은에 젖은 계전기의 교체 

@ 이온 공동 신호처리기의 개선 

@ SDS #1 PDC 교체 계획 

- 파키스탄 

“Upgrading of Computers Control and Instrumentation(CC&I)" 계 획 은 1990 

년대 초반 KANUPP에서 시작되었다. 세부적인 공학적 설계가 수행된 후 

1996년 기기가 도입되었다. 2000년 발전소 장기 정기기간 동안 새로운 기기 

들의 전환을 끝낼 계획을 하고 있다. 

- 루마니아 

운전원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절차가 적절히 변경되었다. 

@ Lack of on-line testability of protection systems (IC3) 

정상운전시 보호계통은 대기상태에 었다. 시험에 없다면 의도한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한 안전계통의 작동성과 유용성을 증명할 수 없다. 

캐나다 

보호계통의 온라인 시험성은 규제요건이다. 사업자는 시험결과와 운전기간 

동안에 보고된 고장을 기초로 보호계통에 대한 유용성을 보고해야 하며， 안 

전계통의 선뢰도 기준이 만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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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원자로는 전기 전자 회로와 기기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pulse" 계통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노력이 수동시험 시 에러를 줄 

이기 위해 제공되었다. 

- 한국 

보호계통의 온라인 시험성은 주기적인 감시시험에 의해 작동가능성이 증명 

된다. 사업자는 원자로 정지계통과 관련한 실패의 발생을 보고해야 한다. 

- 루마니아 

계통의 시험 필요는 안전분류목록의 요건과 확률론적 분석에 기초하였다. 주 

기적인 안전검토 계획에서 인허가 조건으로서 1호기에 대한 새로운 PSA 

level 1 의 일부분으로 새로운 승인이 기대된다. 

@ Reliability and safety basis for digital I&C conversions (IC4) 

디지털 기술은 아날로그 기술과 현저히 다르므로 디지털 컴퓨터의 안전검토 

에 대한 적절한 기준은 다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 계통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된다. 

- 아르헨티나 

컴퓨터 DCCX와 유사한 아날로그 입력신호에 대한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기 

를 포함하는 PCM(printed circuit board)이 교체되었다. 디지럴 I&C 전환기 

에서의 고장을 고려한 유지 절차가 개선되었다. 

- 인도 

AERB는 디지럴 기기와 계통의 V &V(verification and validation)에 대한 시 

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AERB 지침은 완성단계에 었다. 

한국 

중수형 원자로 안전계통에서 디지털 개선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SDS #1 

- 52 -



PDC(programmable digital comparators)는 새 로운 모델로 교 체 될 계 획 이 다. 

규제위원들은 최근에 개발된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적용 문서를 검토중이다. 

@ Reliable ventilation of control room cabinets(IC5) 

운전원의 안전과 정상운전， 과도 

보장하기 위한 통제된 환경 

온도는 상승하고 이 는 통제 

통제실 환기계통(HVAC)의 기능은 통제실 

상태， 설계기준사고상태에서 통제실의 

제공한다. HVAC 계통의 실패에서 

직1... A~ "셔 ..Q.. >!... 니 。'2.

유발시킨다. 

통제실의 

오동작을 짧은 기간 내에 

。

준프 

cabinet 전자기기의 

있다.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 인도 

11 7，}조L 
~ 。 든프 몇몇의 포함한 공통원인고장을 부적절한 설계는 환기계통의 통제실 

개선 누설 방지의 확대， 변경， 지역적인 냉각기 도관의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유란하다 서녹향삿 
" =‘一 , . ‘ v v , 

- 한국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적용된다. 

- 루마니아 

ES4에서의 언급이 

@ Need for a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IC6) 

특히 

참작할만한 정상에서 운전원에 의한 실패율을 증가시킨다. 중요한 안전 기능 

에 대한 저장과 감시의 실패는 노심손상과 다른 보호벽의 손상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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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안전변수표시 계통(SPDS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의 



- 아르헨티나 

CNA1과 CNE에 SPDS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CNA1는 SPDS를 설치 

하였으며， CNE는 다른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감
 

h 

TQNPP에서 주 통제실은 아래의 사항이 개선되었다. 

@ 두 개의 100인치 화면을 제공하여 운전원은 빠르게 발전소의 상태 

를 파악할 수 있다. 

@CRT 경고 표시를 최적화하고 경고 신호를 합리화하였다. 

g 색， 조명， 바닥， 잡음제거를 포함한 주 통제실 설계를 개선하였다. 

- 인도 

500MWe 발전소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안전변수표시계통을 설치할 계획이다. 

(J) A vailable and adequacy of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IC7) 

사고시 운전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변수와 계통의 기능이 감시되어 

야 한다. 운전원은 사고의 과정을 결정하고， 적절한 수동조치를 결정하고， 어 

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보완하고 사고상황에서 발전소 운전을 개 

선하기 위해 운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절차의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표시계통이 필요하다. 

- 인도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추가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방호 샘플링 계통， 노심의 

건전성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변수들의 통합 등이 있다. 

한국 

사고 후 계측 변수(PAMI: post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는 지속 

적으로 감시되어 FSAR에서 분석되며， 기술 보고서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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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이 현안은 주기적 안전성 보고서의 일부분으로서 BDBA와 SAM의 일부분이 

다. 

@ Water chemistry control and monítoring equipment(primary and 

secondarγ) (IC8) 

정확하고 적절한 온라인 

비정상상태에 

화학감시계통은 운전원이 일차， 이차 냉각수-화학 

상태에서의 즉시 반응할 수 있게 한다. 물화학 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으로 주요 기가의 부식을 피하기 위해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 않고 었다. 

- 인도 

온라인 감시는 중요한 부분에서 필요하며， 이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헬륨 커버 기체 감속계통의 이중수소 

@ 감속계통의 전도율 

지속적 

@ 열교환기 tube 누설의 빠른 감지를 위한 온라인 삼중수소 감지기 

한국 

온라인을 통해 물의 상태를 감지하는 부분은 

고려하고 있다. 일차계통에서는 어 

@ H20에서 D20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 냉각재 전도율 

일차계통과 이치계통으로 나누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차계통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복수기 : 나트륨， 전도율， PH 

9 급수 : PH, 용해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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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증기발생기 : 전도율 

@ 공기추출장치 : 용해산소 

준비되었으며 설치가 진행중이다. 

- 파키스탄 

온라인 화학계측이 

주기적으로 보고된다. 일부분이며 

- 루마니아 

화학변수감시는 발전소 절차계통의 

@ Establishment and surveillance of setpoints in instrumentation(IC9) 

지연을 rr '-
..:..L. '--실패 시작의 안전기능 류

 
‘ 오

 
setpoínt 기기의 중요한 

있다. 

안전에 

유발할수 

요구되었다 

- 아르헨티나 

절차와 감시에서의 개선이 

- 캐나다 

아래의 사항이 안전변수 허용오차의 

지키기 위해 

요구조건이다. 

정상운전값과 안전한계치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을 만큼 큰 여유도를 가지고 운전한다. 

9 발전소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에 대해 운전과 유지 

발전소는 심층방어철학을 @ 

유지가 되도록 보장해 

민감한 변수를 명시 효과에 

범위 내에서 

범위는 특수한 안전계통의 

운전 분석된 안전 절차는 발전소 운전이 

도~À.:j 
'-'- Lι 

야 한다. 

@허용된 

해야 한다. 

적용은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허용오차의 @ 발전소의 안전성능에 

밖에서 안전계 

확률론적，통계론적 

적용되는 

야기해서는 안된다. 

유지에 

발전소에 원자로 

요건을 위반하는 결과를 

setpoint 허 용오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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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ïT 엉 운전되거나， 

초기 

통을 위한 규제 문서의 

@ 안전계통의 

안전운전범위 



넘기 전에 트립되어 실패하는 잉여확률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허용오차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곳에서 안전한계를 

예상된 비유용성으로서 

뺑 허용오차의 유지 분석이 

기술이 

이 계통의 

모든 가능한 불확 

실성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 허용오차는 기준 안전성 분석을 재시행함으로써 또는 추가적인 하 

그 이상의 변수에 대한 허용오차에서의 변화를 정당화하는 

기준 안전성분석에 의해 허용된 값으로부터 변화될 수 있다. 

분석을 나 또는 

행함으로써 

- 인도 

행해지며 한번 일년에 절차는 감시 기술보고서에서 기기에 대한 

표시하는 

요
 

즈
 
。

올바른 setpoint와 가져오는 편차를 

조치를 시작하는 setpoint를 보고해야 한다. 

매달 대해 변수에 setpoint를 

- 한국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규제 위원회， 사업자， NSSS 설계자들 

논의되고 있다. 

를
 

제
 
서
 

문
 
에
 

- 루마니아 

정지 setpoint와 관련된 문제는 2001년 5월 1호기의 재인허가에 대한 현재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될 것이며 수행한 조치에 대한 검토 후에 이 현안에 

대한 정보는 갱신될 것이다. 

(8) ContaÎnment(CS) 

CD ComtaÎnment integrity(CSl) 

현상 

중대사고와 증기배관파단과 같은 설계기준사고는 설계기준을 넘어선 격납건 

물의 과압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격납건물 실패를 유발하는 

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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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Embalse 격납건물의 누설방지는 5년마다 격납건물 감시 계획 내에서 감시된 

다. 매년 반복적인 시험이 권고된다. 

- 캐나다 

SS6과 같다. 

감
 

n 

NNSA는 격납건물 압력 계측기기의 측정범위를 -20 - 400KPa(g)로 변경하 

도록 요구받는다. 공기 냉각기는 지진 후에도 작동하도록 안전성 검토에서 

요구되었다. 따라서 전원공급기는 지진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초기 설 

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지진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 인도 

격납건물의 과압을 일으키는 지배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압력상승 속도는 

느릴 것이며， 응축된 기포는 건물공기냉각기기에 의해 제거될 것이며， 비응 

축 기체는 PCCD 계통을 통해서 정화될 것이다. 

- 한국 

월성 발전소에는 격납건물 구조에 스트레인 측정기가 도입된 스트레인 측정 

방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측정된 자료는 적고， 측정기가 온도에 

대한 변화가 매우 민감해서 구조적인 건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 파키스탄 

발전소 가동 중에 이루어지는 pre-stress 계통의 감시는 구조에 제공되는 효 

과적인 pre-stress 가 안전여유도를 낮출 수 있을지를 증명하는데 요구된다. 

- 루마니아 

격납건물 건전성을 감시하기 위해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가동 중 감시계획에 

- 58 -



포함된다. 이 현안에 대한 요건과 결과는 1호기의 재언허가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일부분으로서 현재 평가 중에 었다. 

(9) Intemal hazards(IH) 

CD Need for systematic fire hazards assessment(IHl) 

이전에 수행된 화재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사고가 시작될 까

T 있으며， 

화재의 결과로 안전기능이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아르헨티나 

CNA-I와 CNE의 

결정하며 화재시 

PSA 결과분석은 설치를 위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구획을 

기기의 실패 확률을 낮추기 위해 기기와 구획에 개선을 할 

수 있다. 

- 캐나다 

CNSC는 원자력 산업이 “ Fire Protection for CANDU Nuclear Power 

Plants"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기대한다. CNSC 직원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화재방지는 발전소 안전의 핵심요소이다. 

9 적절한 코드와 기준이 적용 가능하며， 그들의 적용은 모든 안전에 

영향을 준다. 

@ 화재위험평가는 심층적인 화재방어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 심층방어의 설계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 유지되어야 하며 감시되어야 한다. 

;;;<../λ‘ 늦'" 
õT 정 원자로 분리철학 

@ 비상반응조항과 보호계획의 

증명되어야 한다. 

효과는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 운전중인 발전소에 대한 최선 기술의 적용은 원자력과 거주민 안 

전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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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h 

TQNPP 안전검토에서 체계적인 화재위험 평가를 적용하기 위한 인허가 요 

건이다. 

- 인도 

중요한 조직적인 변화로 화재방어는 전문가를 요구하는 전문분야이므로 각 

발전소에 화재방어 공학자를 고용하고 있다. 

- 한국 

SS4와 같다. 

- 루마니아 

IAEA 문서에 따라 발전소의 화재방어검토에 대한 요건이 있다. 규제 위원회 

의 정보와 함께 EU 계획 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결과의 포함 

이 2002년 말기 에 PSA level 1의 완성 후 요구된다. 

(z) Adequacy of fire prevention and fire barriers(IH2) 

화재에 의한 공통원인고장에 대응하는 불충분한 방어는 심층방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BA 시나리오에서 이중트레인의 상실에 의존하므로 안전기 

능이 의심스러울 수 있다. 

아르헨티나 

IHl과 같다. 

- 캐나다 

IHl과 같다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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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운전에서 화재 방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 

월성 3，4호기 에 대 해 화재 방어 계 획 은 “ CAN/CSA -N293-M87 (Fire Protection 

for CANDU NPP)와 한국 화재방어법을 충족시키도록 준비된다. KEPCO는 

가연성 물질의 저장을 통제하고 전기 열기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중계통 사 

이의 화재영역과 화재방어벽은 화재위험분석과 화재억제계통과 더불어 설치 

된다. 

- 루마니아 

IHl과 같다. 

@ Adequacy of fire detection and extinguishing(IH3) 

화재감지와 소거기기의 작동이 실패한다면 사고가 시작될 수 있으며， 안전기 

능은 악화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IHl과 같다. 

- 캐나다 

IHl과 같다. 

- 중국 

기능 유지의 요건으로서 TQNPP의 화재 냉각계통은 지진 요건을 충족시켜 

야 한다. AECL은 TQNPP 설계의 설계변경에 동의했다. 비상물공급조의 화 

재냉각계통은 DBE에 기초하여 설계되며， GB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된다. 

- 인도 

자동화재억제 계통의 준비에 대해 주의 갚은 검토가 요구된다. AERB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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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은 화재방어의 모든 측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검토에 노력 

하고 있다. 

- 한국 

심층방어개념이 적절한 화재예방 화재감시 화재억제능력에 대한 대비에 의 

해 화재의 영향과 가능성을 완화하도록 사용된다. 화재방어계획， 한국화재방 

어법과 더불어 발전소 운전원과 규제 위원회는 화재감시와 억제 기기들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와 관리를 수행한다. 

- 파키스탄 

IAEA 화재안전 전문가 임무의 권고에 기초하여 필수적인 공학적， 예비적인 

일들이 수행된 후 기기의 도입이 행해졌다. 

@ Adequacy of the mitigation of the secondary effects of fire and fire 

protection systems on plant safety(lli4) 

발전소의 안전계통들 또는 부차적인 화재영향의 좋지 않은 상호작용을 일으 

키 는 FPS(Fire Protection Systems)의 작동은 사고의 결과를 완화하고 안전 

한 발전소의 정지를 유지하는 계통의 유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캐나다 

llil과 같다. 

인도 

AERB는 설치된 할로겐 계통을 대체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 계획은 완 

료되었다. 주의 깊은 검토에 의해 화재억제계통의 수동작동이 어떤 구역에서 

는 적절하며，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인한 손상을 피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 한국 

월성 3.4호기는 CAN/CSA - N293-M87과 안전설계지침 (SDG-005)에 따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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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동 

소거 

감소시 

부차적인 

안전관련계통과 접할 

영역에 대해 

전에 모든 거주자들을 

수동화재방어의 효과를 

정화계통이 화재의 

거‘ 
T 

대신한 

기체 방출 

연기는 

효과적인 

계되고 도입되었다. 냉각 스프레이는 

기체화재소거계통은 냉각화재억제계통을 

되도록 설계된다. 기체화재소거계통은 

하기 위한 방출경보와 함께 작동된다. 

손상시키므로 표 키기며， 전기기기를 

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 루마니아 

표I1과 같다. 

systematic intemal flooding assessment including backflow 

through floor drains(IH5) 

Need for @ 

못한다면，발 안전계통과 보조계통이 내부 담수위험에 대해 적절히 보호받지 

전소의 안전한 정지는 악화될 수 있으며 사고가 시작될 수 있다. 

규제위원회에 의해 2001년 동안 완성되 

- 아르헨티나 

담수평가가 진행중이다. 이는 원자력 

도록 요구된다. 

- 캐나다 

인허 않으나 내부 담수의 체계적인 평가는 있지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가 사전요건이다. 

감
 
야
 이는 인허가요건이다. 

단 

- 인도 

위원회는 내부의 담수를 포함한 모든 측면을 검토했으며， 이행된 

기， 장기 권고사항을 제안하였다. AERB는 운전중이거나 건설중인 모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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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도 

증가하였 

교정조치를 비슷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이는 각 발전소에 

담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 

소에 대해 

록 하였으며， 내부와 외부의 

다. 

- 한국 

SS4와 같다 

포함되어 었다. 기초한 조치는 발전소 절차에 

- 루마니아 

담수평가에 

@ Need for systematic assessment of high energy line bre삶 effects (ll-I6) 

손상을 야기 하며 , 사고완화를 배관파단은 안전계통 기기 구조와 격납건물의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캐나다 

영향은 사고해석에서 파단의 이차측 고려하지 않으나 일，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강
 
윈
 인허가요건으로 고려하고 있다. 

- 인도 

다루며 일부분으로 안전평가의 

교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매5년 간격으로 운전되는 발전소의 

각 발전소가 검토를 수행하며 

AERB는 

한국 

영향은 사고해석에서 파단의 이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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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나 일， 고려하지 일반안전현안으로 

었다. 고려하고 



- 루마니아 

사고해석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와 운전절차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DBA가 확대된다면 새로운 제한적인 요건이 필요하며 잠재적인 개선 

사항이 있다. 이는 2호기에 대해 관련된 새로운 요건의 일부분이며， 1호기의 

현안은 이 

주기적 안전검토의 일부분이다. 

(J) Need for assessment of dropping heavy loads(IH7) 

손상시키거나，냉각기 료
 

연
 

있다. 

풀의 과중한 하중은 원자로 또는 사용한 연료 

능의 상실， 결과적 인 방사능 유출을 유발할 수 

- 캐나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인허가 사전요건이다. 

인도 

요구하 평가하도록 사업자에게 죠二λ、l조L 
'-02 연료의 대해 과중한 하중에 AERB는 

였다. 

한국 

이에 대한 평가는 발전소 설계단계에서의 인허가 사전요건이다. 

일부분으로 평가한다. 

- 루마니아 

운전절차의 

@ Need for assessment of turbine missile hazard(IH8) 

터빈 디스크가 실패하거나， 디스크의 많은 부분이 터빈틀(turbine casing)로 

추출된다면， 터빈미사일이 기기와 안전기능계통에 있 

유발 

죠=λ1-.Q.. .Q.. 1:l1- 15 ι‘ 
L/è>숭'f ìT'2딛 

소 L으 
L- 0 ;::프 통제실에 있느냐에 따라 미사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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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 터빈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다. 할 수도 



- 캐나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인허가 사전요건이다. 

- 중국 

이는 인허가 요건이다. 

- 인도 

언도의 현재 발전소들은 예상되는 터빈미사일의 궤도가 건물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자로 건물과 안전관련 기기들을 고려하여 터빈 축을 설 

계한다. 

- 한국 

이에 대한 평가는 발전소 건설단계에서의 인허가 사전요건이다. 

- 루마니아 

이는 사고해석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와 운전 절차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한 안전계통철학은 안전성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과 운전 인허가 

에 대한 사전요건이다. 

(10) Extemal hazards(EH) 

CD Need fro systematic assessment of seismic effects (EH 1) 

지진은 여러 시스템과 기기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기의 다중 

설패로 인한 사고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다. 

- 아르헨티나 

60년대와 70년대 초반에 Atucha 플랜트와 Embalse 플랜트에 대해 당시의 

평가 기준에 의한 각각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15-25년의 운전기간을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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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지진에 대한 평가가 플랜트 설계 단계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 요건이며 몇몇 

플랜트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수행중이다. 

- 중국 

지진 영향 평가는 인허가 요건이다. 

- 인도 

AERB는 부지 선 정 기 준 제 시 의 일 환으로 Seismic Studies and Design 

Basis를 발표하였으며 지진과 관련된 역학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두고 있다. 

- 한국 

지진에 대한 평가가 플랜트 설계 단계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 요건이며 플랜 

트 보조건물의 기초판(base slab)에 설치된 기존의 지진 감식계는 오로지 3 

축 가속도(3-axis acceleration)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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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체 계 적 인 지 진 역 학 평 가를 위 해 IAEA 의 Seismic Safety Review Mission 

그룹이 방문하여 장기적 제안과 단기적 제안을 제시하였고 파키스탄은 이를 

수행중이며 장기적 제안에 대한 수행 작업은 2001 년 중반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루마니아 

Cemavoda 플랜트의 초기 설계 사양은 CANDU6 의 것과 유사하지만 루마 

니아가 지진활동도가 심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부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플랜트 설계와 Safety Design Matrix에 포함되었으며 규제기관(Regulatory 

Body)은 Seismic Safety Margin Analysis 와 Seismic PSA를 수행하기 위 

한 외부자문요건을 개발하였다. 

(2) Need for assessment of seismic interaction of structures or equipment 

on safety functions (EH 2) 

지진의 강도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구조물들이나 

부품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물이나 부품들이 실패할 경우 

안전 장치들의 비가용성으로 이어져 노심 손상 확률을 높일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이 사안은 EH1 에 기술된 지진 안전 재평가 프로그램의 범주에 포함되며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구조물이나 장치들간의 상호작용의 확인을 위한 전 

문가 그룹에 의한 지진 역학 조사가 이에 포함될 것이다. 

- 캐나다 

지진에 대한 평가가 플랜트 설계 단계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 요건이며 

플랜트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수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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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RAPS 와 MAPS에 있는 오래된 플랜트를 제외한 나머지 플랜트들은 

SSE/OBE 수준의 지진에 대한 안전 구조물과 장치들이 설치되어 었다. 지진 

빈도가 작은 지역인 RAPS와 MAPS 에 위치한 오래된 플랜트들에 대해서는 

분석과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지진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제안되었 

다. 

- 한국 

월성의 모든 플랜트에 대해 건설과 설비 단계에서 사업자와 설계자에 의한 

지진 역학 조사(seismic walkdown)가 있었고 이와 독립적으로 규제 기관에 

의한 지진 역학 조사가 병행되었다. 지진 관련 설계된 장치 및 구조물들과 

그렇지 않은 장치 및 구조물들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평가는 지진 역학조사 

의 한 부분이다. 

@Need for assessment of plant-specific natural condition (EH 3) 

자연현상에 의한 외부 효과에 의해 디젤발전기가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 중 

대한 시나리오로 연결될 수 있는 소외전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EHl과 같다. 

- 캐나다 

지진에 대한 평가가 플랜트 설계 단계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 요건이며 

플랜트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수행중이다. 

- 인도 

며며 

^^ 

EHl , EH2에서 기술된 지진은 PHWR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외부영향으로 사 

용된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홍수， 홍수에 이은 댐의 붕괴에 의한 열 

침 (heat sink)의 상실 등을 고려한 재평가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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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플랜트 설계 단계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 요건이다. 

- 루마니아 

Cemavoda의 플랜트에 대해서 외부 재난(extemal hazard)에 대한 안전성 검 

증은 인허가절차 전 과정상의 사전요건이다. 보고서는 플랜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외부 재난 평가의 상세한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 지진에 의한 영향 

9 극단적인 기후 현상 
@ 인재에 의한 효과 

@홍수 

@ Need for assessment of plant-specific man induced extemal events 

(EH 4) 

인재에 의한 영향으로 사고가 시작될 수 있으며 안전 계통의 손상이 따를 

수 있다. 

- 아르헨티나 

EHl과 같다. 

- 캐나다 

EHl과 같다. 

김
 

F 

인허가 요건이다. 

- 인도 

현재까지의 원자력발전소는 산업중심지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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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근방 5Km 이내에 모든 사업장은 안전성 평가를 위해 고려되는 어떠 

한 외부 사고가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RAPS에 위치한 오 

래된 플랜트 근방에 위치한 아황산수소 변환 공장에서의 아황산수소 누출은 

플랜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누출 사고 완화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 

한 주기적인 가상 훈련을 수행 중이다. 

- 한국 

EHl, EH3과 같다. 

- 루마니아 

EH3과 같다. 

(11) Accident analysis (AA) 

CD Adequacy of scope and methodology of design basis accident analysis 

(AAl)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전체적이고 광범위한 분석 체계와 방법론의 부재는 플 

랜트의 과도현상이 중대사고로 전개되어 방사선의 누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한다. 

- 아르헨티나 

SAR 과 다른 의무적인 문서는 Periodic Safety Review 계획에 의해 5년마 

다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 캐나다 

감속재로의 용융물의 분출 시 이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 일련의 실험들이 수행되게 되는데 이 실험의 결과와 해석에 따라 일반 

적인 준수사항들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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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설계 기준사고의 선택은 결정론적인 방법 (detenninistic 

manner)에 의한다. 실험적인 토대가 없는 가상사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분 

석 도구가 이용된다. 

- 한국 

KINS에서 중수형 원자로 플랜트에 대한 GSI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수형 

원자로 안전성 현안에 대한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 루마니아 

Cemavoda 플랜트 1호기에 대해 플랜트 위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플랜트 시험운전허가 단계가 있을 동안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 

다. 이러한 결과로 몇 가지 BDBA가 DBA범주로 포함되었고 이 결과는 2호 

기 플랜트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다. 또한 2호기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BDBA범주의 사고들이 가정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1호기와 비교하여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periodical safety review process에 고려될 

것이다. 또한 2호기 허가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해 PHARE 프로그램의 일환 

인 DBA 정의를 포함한 Cemavoda 안전성 평가가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2) 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is (AA2) 

연료다발과 채널의 출력 제한치 준수에 대한 검토와 원자로 운전상에서의 

Flux ti1t 와 관련된 ROP 또는 NOP에 대한 trip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그리 

고 안전성 분석의 질적 수준 확보에 대한 내용이 주요 현안이며， 이는 사고 

해석 시 현재의 플랜트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 적절한 정보의 부족이 잘못된 

사고 진행의 예측과 잘못된 사고 원인의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예상과도현상(anticipated transient)과 LOCA 분석과 관련된 플랜트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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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료 등의 준비와 상호확인을 포함한 확인 작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 

행중이다. 

- 캐나다 

출력 제한치 준수와 관련해서는 CODE 해석과 검증， 이 

분석， 그리고 필요한 부가적인 분석 등의 작업을 사업자의 

있으며， Flux tilt 와 관련해서는 ROP 또는 NOP 의 오차범 

연료다발과 채널의 

대한 신뢰도 에 

의무로 규정하고 

위 결정，민감도 

진행중이다. 

분석，그리고 

그리고 

잠재적인 관련인자에 대한 영향분석 등의 작 

업이 

안전성 분석작업의 

- 인도 

220 MWe 다] 

^ 500 

다각적 인 QA(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을 통한 

질적 수준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MWe 플랜트들의 계측 시스템과 안전 시스랩에 대한 

플랜트에 대해서는 연료다발과 채널 

출력에 대한 여유도 확보를 위한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있을 예정이다 

500MWe 검토가 진행중이며 AERB의 

- 한국 

KINS가 검토 중에 있다. 

- 루마니아 

FSAR 과 그 외 지원문서 등을 위한 code 작업에 근거한 모든 계산이 이루 

어졌으며 플랜트의 세부 데이터에 대한 확인 작업이 CNCAN에 의해 의무화 

되었다. 이는 2001년 5월에 있을 1호기 재차 인허가 절차와 2호기 인허가 절 

차상의 기본사항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Computer code and plant model validation (AA3) 

@ 안전성 토브Lλ} '-'- ., 조건:안전성 
이러한 안전성 

분석의 결과는 플랜트의 인허가에 기본 

적인 토대가 되는데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 

흐iλ4 '-'- .,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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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요건은 정확한 정보를 

방법론의 건전성， 분석도구의 검증， 



분석에 사용된 가정의 보수성 그리고 code input의 검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g 이상유동시의 PHT 펌프 작동: 저흡입압력 Oow suction pressure) 

과 과도한 기포 상태의 펌프 동작 시 과도한 압력의 펄스와 펌프의 진동에 

의해 PHT(primary heat transport)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제 

한적 구동 함수(harmonic excitation)를 사용하여 배 관 피 로도(piping 

fatigue)를 분석하였지만 적절한 데이터에 입각한 펌프 모댈의 개발을 위한 

부가적 작업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사고 해석을 기대할 수 있다. 

Code의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플랜트의 사고 완화 역량에 손상 

을 줄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CAMP 프로그램에 의한 실험에 의해 RELAP code의 검증이 있었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보수적인 가정이 사용되었다. Embalse 플랜트에 대 

해서는 FIREBIRD III를 사용한 모넬 검증작업이 있었다. 또한 AECL에서 제 

공되는 CATHENA code가 사고 진행 모델링에 사용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 

으며 이는 code 검증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 캐나다 

@ 이상유동시의 PHT 펌프 작동 Darlington 플랜트를 제외한 플랜 

트에 대해서， PHT 시스템 배관으로부터의 비평형 귀환효과(unsteady 

feedback)에 중점을 둔 이상유동 조건에서의 PHT 펌프 거동의 재평가와 

PHT 시스템의 배관 피로도 분석의 갱신이 의무화되었다. 

@ Code 검증: AECB 요원들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code 검증 프 

로그램의 수행과 주요 내용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연간 두 차례의 

요약 보고서 제출， 또한 code의 세부내용 검증에 대한 9가지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출 등을 의무화한 code 검증 프로그램이 수행 중이다. 

@ 중수형 원자로 플랜트에 대한 Code 대체: 안전성 분석의 범주에 

따른 code의 교체， 검증 그리고 주요 분석 인자의 정의 등을 포함하는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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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목의 의무화가 이루어졌다. 

감
 

n 

발전소 사업자에 의한 code 작업 수행과 실험 결과를 비교한 문서의 제출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국제적인 활동을 따르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플랜트의 경우 수출국에서 제시한 code 검증 문서가 NNSA의 평가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CANDU code의 V & V (validation & verification) 문서 

가 의무적으로 NNSA에 제출되어야 한다. 

- 인도 

@ PHWR에 대한 Code: 220 MWe 플랜트와 500 MWe 플랜트에 대 

해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한 개별모델과 구성방정식 등이 적용되었으며 밍O 

MWe 플랜트에 대한 code는 제어시스템의 성능평가와 디자인 최적화에 대 

해 상용화되었다. 

g 이상유동시의 PHT 펌프 작동: 기본적으로 PHWR의 비등을 허용 

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비등을 제외하면 비등은 일어 

나지 않음을 가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펌프 등의 trip으로 이어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는다. 

@ Code의 검증 model과 상관식들은 해당 실험의 결과들에 상응하 

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며 통합된 모벨에 대한 검증이 AERB에 의해 요구 

된다. 모델과 상관식들의 허용과 LOCA 해석을 위한 input 준비에 관한 지침 

은 safety guide(AERB/SG/D-8)에 기술되어 있다. blowdown 기간에 대한 

방출과 연료봉 가열에 대해서는 ATMlKA code가 검증되었다. 그리고 냉각 

재 주입 기간동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 Code 의 대체 CLIMAX code가 보다 보수적인 CLUB code로 대 

체되었다. 또한 연료 관리 code ~ TRIVENI 가 xenon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TRlXEN으로 수정되었다. 

@ 격납건물 거동에 대한 code: CONTRAN, HYRECAT, 

NAUA찌10D5 등의 code들이 개발되었고 이들에 대한 검증작업이 현재 수 

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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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 냉각재 채널에 대한 code: SCAPCA. HYCON. BLIST-1&2 가 개 

발되었고 RAPS와 MAPS 플랜트들로부터 얻은 데이터와 캐나다의 자료들에 

의한 검증작업이 수행되었다. 

- 한국 

KINS가 중수형 원자로의 일반안전현안을 통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 

료되면 고려 사항들이 결정될 것이다. 

- 루마니아 

2001년까지의 1，2호기에 대한 주요현안 도출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결과에 

의해 code 검증에 대한 내용이 갱신될 것이다. 

@ Need for analysis of accidents under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 (AA4) 

현재까지는 저출력시와 원자로정지 기간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에 수행된 저출력과 원자로 정지 기간동안에 유발 가능한 사고에 대한 연구 

는 보론 희석， 잔열 제거의 상실， 일차측 냉각재의 상실， 소외 전원의 상설， 

그 외 화재와 인재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저출력시와 발전소 정지에 관한 PSA 가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 캐나다 

안전성분석 보고서의 갱신 과정에서 사업자에 의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 

을 것이다. 

강
 
염
 인허가의 의무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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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지 않고 있음. 

- 89-10 이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장비는 일부발전소 (영광1 

발， 고리 2발)에서 기 구매하였으나 89-10 요건과는 무관하게 사용되 

고 있음. 

。 G.L 89-10 내용중 주요 요구조치사항 

- 각 MOV 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최대차압 산출할 것. 

- 검토결과에 따른 정확한 switch setting 값 결정할 것. 

- 설계기준조건상태에서 정확한 switch setting 값에서의 밸브 안전기 

능 확인시험을 수행할 것. 

- 최소한 5년에 한번씩 정확한 switch setting 값이 유지되고 있는가 

확인할 것. 

- 모든 조치내용은 서류화 

- 상기 요구내용을 G.L 89-10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완료할 것 

- G.L 89-10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설계기준차압 검토계획서 및 상 

기요구내용 이행계획서 제출할 것. 

다. 기타 국내 규제관련 대책 및 일정(안) 

。 G.L 89-10의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국내 규제요건 발행 

。 사업자 수행준비 

- 이행계획 절차서 수립 (각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의 중요도， 고장사 

례 및 운전경험， 시험결과， PSA 등을 통한 적용 우선 순위 선정) 

- 조직 구성 

- 시험설비 및 진단장비 확보 

- 시험 수행요원 교육 훈련 

。 수행준비 검토 

。 규제요건 이행 및 규제검사 수행 

11 운전기준지진(OBE) 하중의 제거와 관련된 규제입장 수립 

가. 이유 

。 운전기준지진 (OBE) 하중을 설계하중에서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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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실험도 수행된바 있다. 

- 캐나다 

현재로는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지는 않으나 CNSC 와 사업자에 의해 중 

대사고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 인도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현재 설계 안전성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 

code에 대 해 서 는 최 적 평 가 방법 (best estimate approach) 이 요구된 다. 

- 한국 

현재로는 일반안전현안이 아니지만 KINS에서 중대사고 분석규정에 대한 필 

요성이 평가되고 있다. 

- 루마니아 

1，2，호기에 대한 전략적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요구조건들은 중대사고 평 

가를 위한 것이며 1호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를 포함하며 2호 

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의된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다. 이러한 현안들은 높은 

우선 순위로 고려된다. 

@ Need for analysis of total loss of AC power (AA6) 

Station blackout으로 일컬어지는 소내외 전력의 완전상실사고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안전 현안들은 잔여열제거 측면에 

서의 노심냉각， 안전주입수의 효용성， 열흡수(thennosyphoning)의 적절성 등 

이다. 많은 PSA 보고서들은 AC 전력의 상실이 노심 손상 빈도에 중요한 인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이 현안은 PSA 활동의 분야로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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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임원들은 대류가 없는 상황에서의 노심 앵각’ 이라는 

사업자는 RD-14M 실험이 강제 대류가 없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일반안전 ‘강제 

현안을 공표한 바가 있고 

CNSC 

심
 

노
 

。'J-조~..Q.. 
L=ð Pt프 무효화하지 。-E 석

 
부
 
” ) 안전성 현 보장하는 냉각을 

새로 얻은 RD-14 실험으로부터 대신에 는
 

우
 
’ 져

 
u 않는 그렇지 내렸다. 결론을 

있도록 수정된 설계를 반영할 수 정보들에 입각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되어 있다. 

。

τ
 

인도 

경험상으로는 간주된다. 사건으로 기준 설계 상실은 완전 전력 소내외 

사고 있었고， 단 한차례 정전이 발전소 언한 화재로 

여유 

NAPP-1플랜트에서의 

절차와 노심 재고량으로 소방수(back-up fire water)의 우저 
l.!..- L:.. 긴급 시 

정전 후 었다. NAPS 플랜트의 경우는 발전소 

있었다. 

냉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18 시간 동안을 지탱할 수 

- 한국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안전현안 대한 새로운 원자로에 

GSI들을 통한 검토 중에 

또한 중수형 

예정이다. 

것이다. 

KIl'‘JS가 중수형 원자로의 

사항들이 결정될 

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고려 

포함된다. 

- 루마니아 

ES1 과 AA1 의 내용에 

(J) Ana1ysis for pressure tube fai1ure with consequentia1 10ss of moderator 

(AA7) 

수 있다. PHWR 원자로의 압력튜브 파단은 다음으로 이어질 

LOCA 

@ 중수 감속재의 상실을 유도하는 감속재 경계의 깨점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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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시스템 구조물과 부품들의 손상 

현재의 안전성분석 보고서들은 LOCA와 LOM(loss of moderator)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LOCA와 LOM이 동 

시에 발생할 경우 기존의 LOCA!LOECC 에 관한 안전성 분석보고서들은 

무효화 될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이 현안은 PSA 활동의 분야로 개정 중에 있다. 

- 캐나다 

상기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여파를 완화할 수 있는 일련의 조처들을 제 

안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로 되어있다. 

- 인도 

상기의 사고에 대한 고유의 완화시스템으로 인해 사고를 완화할 수 있다. 

Calandria 튜브가 온전할 때의 노심 외부의 LOCAY- 압력튜브가 파손되는 

경우는 주로 ECC에 의해서 노섬 냉각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압력튜브와 

C떠an마ìa 튜브가 손상되는 경우는 감속재 시스템이 가압되는데， 이 경우 수 

동형 과압력 방출 라인을 통해 노심에 걸리는 압력을 완화하게 된다. 이 경 

우， 감속재의 비등으로 인한 감속재 재고량의 상실이 있게 되고 만약 ECC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노심의 용융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 용융물들이 

Calandria의 많은 저장수에 의해 수일 동안 냉각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중 격납용기에 의해 방사선의 방출량은 허용 제한치 이하 

유지할 수 있다. 

- 한국 

KINS가 중수형 원자로의 일반안전현안들을 통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고려 사항들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새로운 

안전현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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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중대사고에 관한 분석과 연구를 포함하는 인허가 절차상에서 적용된다고 

CNCAN은 간주하고 있다. 

@ Analysis for Moderator Temperature Predictions (AA8) 

감속재의 냉각 부족은 Calandria 건조(dryout)에 의해 LOCA를 유발하는 채 

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이 현안은 PSA 활동의 분야로 개정 중에 있다. 

- 캐나다 

Code의 검증을 위한 3차원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 

- 인도 

220 MWe 플랜트에 대해서는 LOCA시 급격한 노심 온도의 상승에도 

CANDU-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료장전률로 인해 압력 튜브의 팽창에 따른 

Calandria의 건조는 기대되지 않는다.500 MWe 플랜트는 220 Mwe 급에 비 

해 장전율이 높지만 CANDU-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Calandria의 

건조는 예측될 것이다. 

써
젠
 

함
 웹
 

-F3 

- 루마니아 

SS lO, AA7과 같다， 

@ Analysis for void reactivity coefficient (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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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형 원자로는 양의 기포 반응도 계수를 가지므로 대형 LOCA 시에 궤환 

효과로 인한 노심의 온도 상승이 있게된다. 한편 연료와 연료 채널의 건전성 

허용 범위 확보에 관한 안전성 분석은 출력 파동(power pulse)의 수치 해석 

에 심히 의존하고 었다. 이에 대한 불확실도는 예상치 못한 방사선 누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보수적인 방법의 사용이 중요하며， 반응도 계수에 

대한 정확도 평가가 요구된다. 

- 아르헨티나 

이 현안은 PSA 활동의 분야로 개정 중에 었다. 

- 캐나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Iicensee)는 보다 정확한 방법에 입각한 적절한 실험과 

관련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적절한 잠정조치에 대한 의무가 부여된다. 

- 인도 

1970년대 DUMLAC code가 기포계수 계산에 사용되었으며， 집합적 수송론 

(integral transport theory)로 개발된 CLIMAX, CLUB code가 그 뒤를 이었 

다. CLUB code는 높은 연소도 지역에서 보다 보수적이며 분석목적으로 현 

재 사용되고 있다. AERB는 CLIMAX와 CLUB code가 높은 연소도 지역에 

서 보다 높은 기포계수를 예측하는 것으로 검토한 바 있다. 

- 한국 

기포계수에 대한 불확실도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Kll잉는 이 문제에 대해 

CNSC의 입장과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CDG에서 수행된 최근의 기 

포계수 실험결과는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현안에 대한 국제적 

인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루마니아 

AA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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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OPERATIONAL SAFETY ISSUES 

(1) Management (MA) 

CD Replacement part design, procurement and assurance of quality (MAl) 

이 현안은 원자력 산업의 일반적인 현안이며， 공학적 설계를 다루는 것과 안 

전이 최우선인 효과적인 원자력 운영 계획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 안전관련 

응용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부품들의 안전성 관련 분야에의 사용은 안전성 

관련 부품， 장치들의 유용성， 신뢰성， 작동성에 문제를 불러일으켜 대중의 건 

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었다. 

- 아르헨티나 

CNA-I 와 CNE 플랜트들은 부품 재고 여유도를 확보한 뒤 상업 운전을 시 

작하였다. 이는 재고 전략 구축과 최소 재고량 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었으며 고려된 우선 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은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 

@ 여분의 (redundant) 예비 요소(p따ts or components)가 없는 부품 

이 다음 순위를 갖는다. 

@ 그 외는 교체 빈도， 설치에 필요한 시간， 운송에 필요한 시간 등의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 

- 인도 

1970년대부터 유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도가 주문한 물품에 대한 

국제적인 공급자들의 거절이다 이에 대해 인도는 현지 우선 그룹을 발전소 

와 중앙 설계 사무국에 두어 여분의 부품과 교체 부품의 확보를 위한 원자 

력 수준의 명세 사항을 만족하는 공급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발전소들의 교체 부품의 확보를 위한 원자력 

수준의 QA(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에 적합한 가공 공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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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새로운 부품 혹은 교체 부품들에 대해 원자력 수준의 QA 프로그램 요구조 

건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하는 작업이 있으며， 발전소의 설계， 제작， 건설， 운 

전 등의 각 단계에서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해 QA 심 

사가 수행되며 규제기관에 의해 인증된 QA 프로그램에 따른 원자력 설비의 

운전이 있게 된다. 

- 루마니아 

이는 'Strategic Policy'의 일환이며 2001년부터 있을 주기적 안전성 보고서 

에 포함된 사항이기도 하다. 진행상황과 결과는 앞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2) Fitness for duty (MA2) 

이 현안은 원자력 산업의 일반적인 현안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 

계획에 따르고 인력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어떤 약물이나 물질은 인 

간의 상황 반응도에 영향을 비치고， 특히 운전원이나 감시원들에게 이러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플랜트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위기적인 상황이 발 

생할 수도 있다. 

-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현안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 

다. 

- 인도 

원자로 제어실의 인력에 대한 채용， 연수， 자격부여， 자격심사 과정이 주의 

깊게 수행되고， 표준화되어 왔다. 또한 인력들에 대한 주기적인 약물검사 등 

의 의학적인 심사가 수행되고 있다.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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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일반 현안으로 간주하고 

- 루마니아 

운전원과 규제기관의 파견 감시원들에 대한 특정의 자격요건을 있 적용하고 

다. 

@ Adequacy of shift staffing (MA3) 

정상운 

배치되 

인력이 

플랜트 

게
 

하
 

다O
 

합
 

밝
 

더
 

「l 조
 「

, 만
 

있도록 /
T 취할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을 

조치를 필요한 초기에 

책임을 지게 

근무인력들은 

전시와 이상상태의 

어야 하고 이에 따른 

교대 

현지 발생시에는 또한사고 된다. 

까‘ 
T 악화가 있을 상황의 인한 사고 인력으로 부족한 교대 있으며 호!.표느- 걱= .., '"코 l 

있다. 

- 캐나다 

발전소마다의 최소 교대인력이 허가 조건의 하나이다. 

- 인도 

있으며， 

되고 

고
 

하
 환

 
규정을 교대인력 대한 최소의 

발전소에서 다른 

사고에 정상운전과 의외의 

인력들이 하게 무
 
’ 찮

 있도록 훈련을 받게된다 

발전소로 한 

운전원들은 모든 발전소를 운전할 수 

분야의 모든 

- 한국 

허가 교대인력이 최소 발전소마다의 않지만 간주하지는 현안으로 

조건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문서로 정의되어 었다. 

- 루마니아 

교대인력이 형식‘A’ 의 최소의 

@ Contr‘ 01 of outage activities to minimize risk (M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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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WR 에 대해서 정전(outage)동안의 원자로 임계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GSS(guaranteed shutdown state)를 제어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정전상태에서는 연료가 제거될 수 없으므로 정전시의 열침 (heat 

Sl파d의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의 사항들이 정전 시에 결정적으로 안전 

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 운전과 유지보수의 부조화로운 배치 

9 기술사양(Tech. spec.)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요구된 장치에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전환 

@ 필요한 부품이나 시스탬이 가동되지 못할 경우의 발전소 상태의 

@ 재검사 절차의 생략 또는 허용할 수 없는 시험 

@ 적절치 못한 운전개시 

- 아르헨티나 

발전소는 운전절차에 따라 항상 미임계상태에 있어야 하며 노심 열제거를 

위한 최소한 두 가지의 예비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플랜트의 출력감 

발 상태에 대한 PSA가 수행되고 있다. 

- 캐나다 

중수형 원자로에는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일반적인 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 인도 

PHR에 대해 항상 노심 냉각을 유지할 수 있고 적절한 미임계 여유도를 확 

보하고 있어야한다는 내용이 기술사양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한국 

일반적인 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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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AA4, RCl과 같다. 

@ Degraded and non-confonning condition and operability detenninations 

(MA5)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부품， 구조물들의 약화되거나 부적절한 상황은 주기 

적으로 확인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설계기준 사고 시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이다. 

@ 원자로 냉각재 압력 경계의 건전성 

9 원자로 정지 역량과 안전한 원자로 정지 상황유지 

@ 방사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방지 혹은 완화 역량 확보 

- 캐나다 

캐나다의 한 플랜트에서는 

Operating Envelope( SDE)' 

여러 인지된 결함을 조정하기 위한 이른바 ‘Safe 

계획에 착수하였고， ,..,= 
...:Lï::::" 플랜트들은 현재 개별 

안전 보고서를 갱신하고 있다. 

- 인도 

일상적인 

도 분석이 

검사에 근거하여 안전 시스템과 장치들의 각 트레인에 대한 신뢰 

매달 그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다. 또한 AERB에 의해 수행되며 

승인된 신뢰도 분석에 근거하여 검사 주기를 변경하기도 하며， 각 매년 플랜 

트들이 제출한 시스템과 장치들에 대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PSA가 개정된다. 

- 한국 

PWR에 대 한 기 술사양(Tech. Spec) 형 식 이 7- 까‘ 숭1 

π5""1 경 원자로에도 적용되어 월 

성 2，3，4호기가 이미 이 요건을 만족하였고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PWR의 

기술사양 대신 oP&P로 대체 적용하고 있다. KEPCO는 작년 말， 운전경험을 

반영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월성 2，3，4호기에 대한 개정된 기술사양을 제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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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규제기관은 FSAR에 정의된 안전범주(safety envelope)와 더불어 운전범주 

(operating envelope) 또한 인 허 가 하였다. 운전 범 주는 Cernavoda 플 랜트에 

대 한 'Operating Policies and Principles ’ 에 의 해 정 의 된 다. 

@ Configuration management of modifications and temporary modifications 

(MA 6) 

설계 개선， 새로운 구제 요건의 충족， 기술개발， 운전경험 등의 적용 등의 이 

유에 의해 원자로는 그간 많은 개선과 수정이 있어왔고 이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와 운전 관리 체계의 변경이 따르게 되었다. 만약 기존 시스템의 기 

본 설계에 대한 확인이 없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조정은 비정상(off-normal) 

상태에서 안전 장치들의 구동을 가능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원자로에 대해 

운전수명동안 사고 조건의 실험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사고시 작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아르헨티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본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는 그 설계로 인해 성능이 개선되거 

나 최소한 성능이 저하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설계자가 어떤 방식 

으로든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 

MA5와 같다. 

- 인도 

PHWR에 대한 개조를 수행하는 HQI(head quarter instruction)가 있어서 

HQI는 건설과 운전 단계 동안의 설계변경 절차를 부분적으로 정의하며 설계 

변경 절차의 여러 단계를 정의한다. 또한 안전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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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 변경 이후 

에 는 ‘technical bulle디ns ’ 가 제 출 된 다. 

- 한국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고 원자력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 루마니아 

발전 소 배 열 제 어 (configuration control)는 , Strategic Policy' 의 요구사항을 

수행함과 더불어 Cemavoda 플랜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상에 관련되었다. 이 

현안의 진행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J) 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 root cause analysis (MA 7) 

플랜트의 운전과 유비 보수에 있어서 사건에 대한 엄격한 원인 규명 분석은 

잠재적인 취약점을 규명하여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 아르헨티나 

인간에 의한 인자 혹은 구조적인 인자(organizational factor)들이 사업자와 

규제 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 인도 

인간에 의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체벌과 보상， 교육프로그램의 마 

련 등의 다각적인 조치와 노력이 있어왔고 유사 플랜트들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문제의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한국 

PWR의 인간공학적인 구조와 중수형 원자로의 그것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되 

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월성 발전소에 대한 Kll낭S의 검토가 있었고 수 

정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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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CNCAN는 인간인자를 고려한 파EA의 ‘Self Assessment’에 관한 제안을 따 

르라는 지침을 가진 EU 대표자들에 의한 규제에 동의하였다. 근본원인(root 

cause) 규명 분석에 대한 프로그램은 현재 도입중이며 모든 결과는 추후 보 

고될 예정이다. 

@ Impact of human factors on the saf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MA8) 

발전소내의 일반적인 제반 활동， 훈련， 문서화 등에 있어서의 인간에 의한 

인자，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충분한 분석은 몇몇의 중대 

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전반적인 시스템과 설비들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과 확률론적인 평가 등을 

통해 인간에 의한 오류를 발견 수정 방지를 위한 조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절차를 통하여 수행된다. 

- 캐나다 

MA7과 같다. 

- 인도 

인간의 수행도와 인간 공학과 관련된 분석에 상당한 노력이 있어 왔다. 

AERB의 사고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주요 사항에 비중을 두고 있다. 

@ 안전 정책의 취약성 

9 사고 분석의 취약성 
@ 절차 위반 

@ 운전원의 착오 

@ 훈련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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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 절차와 경험의 부족 

@ 긴급 비상계획의 취약성 

- 한국 

MA7과 같다. 

- 루마니아 

MA7과 같다. 

@ Effectiveness of quality programs (MA9) 

플랜트의 안전성에 대한 모든 제반 활동들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함을 보장 

하지 못한다면 안전 시스템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필요할 경 

우에 안전 장치가 작동이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었다. 

- 인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품질 보증의 효용성과 전체 

적인 'Quality Management' 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언도의 경험은 quality 

assurance의 절차， 수행과정， 인력 등에 대한 사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 한국 

MAl과 같다. 

파키스탄 

규정된 책임 역할과 문서화된 프로그램이 QA의 필요요건이다.80 년대 중반 

에 KANUPP 발전소에 대 한 ‘운전 품질 보증(Operational Quality 

Assurance) ’ 프로그램이 제정된 바 있다. 

-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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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olicy’의 일부분이다. 

@) Adequacy of procedures and their use (MAl 0) 

적절한 절차의 사용은 안전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절차들은 안전성 분석에 

근거하며， 이어지는 안전성 분석은 이 절차들에 의하게 된다.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 언도 

안전 관련 시스템과 설비들을 위한 ‘Standard Order To Operate(OTO) ’ 와 

확인사항들(check-lists) 이 마련되며 사업자와 AERB에 의한 지속적인 절차 

수행도 감시가 진행되고 있다. 

- 한국 

일반안전 현안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지만 KEPCO는 발전소 절차 관리가 법 

규에 의해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 루마니아 

이 현안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며 현재 가동중인 플랜트에 대한 주요 결과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 Adequacy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MAll) 

긴급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사고를 최소 

화하고 불필요한 플랜트 손상과 운전원의 잠재적인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 

해 필수적이다. 

-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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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의 결과와 운전 경험을 고려한， 운전 절차와 긴급상황 절차의 개정과 수 

정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다. 

- 캐나다 

일반안전 현안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 인도 

PHWR 도입 초기에 비정상상태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OPEC(operating procedure under emergency condition)절차가 마 련 되 어 현 

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 한국 

EOP(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를 구축하기 위 한 PGP(procedure 

generation package)의 한 부분으로 AOM(abnormal operating manuals)가 

월성 2，3，4호기의 인허가를 위해 개발되었다. TMI 사고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던 월성 1호기는 월성 2，3，4호기에 대한 EOP와 더불어 개별적인 AOM 

이 적용된다. 

루마니아 

이 현안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며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에 대한 주요 결과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programmes (MA12) 

전반적인 유지보수(maintenance) 계획은 발전소 운전 수명동안에 구조물과 

각종 시스템과 부품들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이다. 

- 아르헨티나 

발전소의 유지보수 활동들이 안전 운전과 부품들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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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를 입증하기 위해 발전소 유지보수 평가에 대한 규제 규범이 제 

정되었으며 여기에는 ALARA에 대한 고려와 발전소 유지보수를 위한 발전 

소 정지 주기에 영향을 주는 인자 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 캐나다 

SS7, GL2과 같다. 

- 인도 

KAPS 발전소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사용중이며 AERB는 새로 도입될 유지보수측면에서의 활동감시자 

(perfonnance indicator)에 대해 심사 숙고하고 있다. 

- 한국 

GL2, SS7, CSl과 같다. 

- 루마니아 

이 현안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며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에 대한 주요 결과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 Availability of R&D technical and analysis capability for each NPP 

(MA13) 

적절한 기술과 분석 능력이 효과적인 발전소 유지보수에 매우 중요하며 핵 

심기술 분야의 연구기술과 장치들이 필요시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R&D에 

관한 사항이 주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 캐나다 

안전 관련 현안에 적용 가능하도록 지속적이고 적절한 R&D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들이 사업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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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설계， R&D, 운전에 대한 표준과 선택절차가 동일한 수준이다. 

- 한국 

각 발전소마다 KOPEC 소속의 RET(resident engineers teams)에 의해 운전 

감시 기록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신뢰도 평가가 수행된다. KEPRI는 KEPCO를 

지원하여 안전 관련 R&D를 수행한다. 

- 파키스탄 

'Design and Development' 그룹과 ‘Computer Development Division' 그리 

고 ’Control and Instrumentation ’ 그룹이 on-site에서 활동중이다. 

루마니아 

이 현안은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며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에 대한 주요 결과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 Strengthening of safety culture in organizations (MA14) 

발전소 수명동안의 적절한 안전 수준의 유지를 위해서는 양호한 설계와 만 

족스런 운전상 안전이 요구된다. 개인과 조직의 안전 문화는 안전 수준의 향 

상을 위해 중요하다. 

- 캐나다 

안전 문화의 강화와 그것의 유지를 위한 활동들이 전개중이다. 이에는 국제 

적이고 국가적인 전개가 고려되고 있으며 운전 경험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 

이 있어 왔다. 

- 인도 

안전문화가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AERB는 발전소들이 안전 문화 사업을 하 

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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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실무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규제적인 차원에서도 안전 문화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파키스탄 

Karachi 발전소는 안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Operational Safety Perfonnance Indicators’의 도입과 개발에 관해 lAEA와 

연관되었다. 그리고 AFI(area for improvements) 제거를 감독하기 위한 위원 

회가 진행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2) Operations (OP) 

CD Intentional bypassing of automatic actuation of plant protective 

features (OPl) 

[GSI에서 삭제되었다.] 

(2) Response to loss of control room annunciators (OP2) 

[GSI에서 삭제되었다.] 

- 인도 

PHWR 제어실은 신호 표시동의 상태를 점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제 

어실의 기록장치에 그 상태를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장치의 사용 

은 중요하지 않거나 비안전계통의 인자들에 의한 빈번한 경보를 발생시켜 

운전자의 산만함과 중요신호를 놓치는 결과를 야기한다. 경보 회로를 빈번한 

경보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에 저장하도록 설계개선을 수행하여 제어실 표시 

기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 Precautions for header level control (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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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지시의 열제거 관리와 관계된다. 유지보수를 위한 주냉각계통이나 격 

납용기의 개방시 정지냉각의 유실은 핵연료의 손상을 야기한다. 예로 cold 

shutdown 기간에 증기발생기의 세관의 검사는 주냉각계통의 수위가 최저값 

으로 낮아져야 한다. 

- 아르헨티나 

원자로가 rnid loop 수위까지 냉각재를 배출할 경우에 대한 고려가 운전 교 

본에 수록되어 있다. rnid loop 수위의 유지보수 활동 계획에 정화 우발 사고 

가 포함된다.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언도 

증기발생기와 열전달 펌프의 격리 밸브(EMVs)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자로 

헤더의 중수 수위는 밸브의 위치보다 낮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 검사를 위한 

증기발생기 냉각재 배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한국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루마니아 

검토중인 현안이다. 

@ Operating experience feedback (OP4) 

@ KANUPP station document - 운전(절차， 교육， 설계정보) 

@ KANUPP operation experience 운 전 및 성 능 이 력 

@ other NPPs/utilities 

@ COG C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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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WA1‘。
@ INPO 

@) IAEA IRS 

안전성 증진을 위한 국가적， 국제적인 지속적 강의의 개최는 필수적이다. 

IRS와 WANO & COG 및 국가적인 경험 등의 강의가 지속될 구조적 장치 

가 필수적이다. 

- 아르헨티나 

Regulatorγ Authority는 원 전 의 사용자에 게 “Operating Experience 

Management Program"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활동에 관 

계된 보고서를 요구하고 었다. 

- 캐나다 

각각의 허가 기관 내에 사고의 보고와 합당한 후행 조치의 체계가 존재한다. 

IRS에 참석하고 있으며 licensee는 W뾰~O와 INPO의 회원이다. 

- 인도 

사용자들은 3개월마다 세미나를 개최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 IRS와 

WANO & COG의 보고서를 각 부서에서 검토하며 필요사항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 한국 

사용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적 수준의 OEFB의 개설은 준비중 

이 다. 완성 부분은 reporting criteria, event database system, intemational 

information exchange 및 performance indicators 이 며 , 진 행 중 인 부분은 

implementing program, development of NP A 및 expansion of feedback 

area 이다. 

-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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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권고사항과 같다. 

- 루마니아 

MA7에 포함되어 있다. 

(3) Surveillance and maintenance (SM) 

CD Adequacy of non-destructive inspections and testing (SMl) 

운전중의 비파괴검사는 검사기간 사이에 장비와 기기의 안전한 운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하기 위한 필수적이다. 정선된 검사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충족 

이 필수적이다.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른 검사방법의 갱신이 이루어져야한다.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인도 

비파괴 검사는 점진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MAPS Calandria 검사， 

RAPS end-shield 및 OPRD 검사 등엔 특별한 수단의 개발이 요구된다. 열 

교환기 튜브 및 배관， 내부 기기의 검사에 기술의 갱신이 요구된다. 

- 한국 

MOST의 고지 95-1은 발전소의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운전중의 검사를 요구 

하고 있으며 ASME OMC code 1ST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PWR과 

BWR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중수형 원자로에의 적용에 어려움이 었다. 

다음이 현재 고려 중인 이슈이다. 

@ 검사할 기기의 선정 

@ 검사할 기기의 등급 

@ 기존의 중수형 원자로 안전검사와 ASME 운전중 검사의 중복 

밍 유량계나 압력계가 장착되지 않은 펌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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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전략 정책적이고 정기 안전성 검토 과정의 현안이다. 

(2) Removal of components from service during power or shutdown 

operations for maintenance (SM2) 

운전정지의 기간을 줄엄으로서의 비용절감은 운전 중에 수행되는 유지보수 

의 양과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계획된 설비의 운전정지는 OP&Ps나 

technical specification의 준수함으로서 잠재 적 으로 제 한된 다. on-line 유지 보 

수 개념의 확장은 안전 측면에 대한 철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 인도 

요구되는 유지보수 기간을 인자화 함으로써 임의적으로 설정하였던 AOT를 

PSA를 이용하여 계획하였다. 또한 AERB는 AOT를 초과하지 않고 또한 기 

술지침서의 AOT의 감소를 위하여 설비의 실패기간을 줄이도록 요구하였다. 

사용자들은 이의 이행을 계획하고 있다. 

- 한국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루마니아 

MA5와 AA4에 포함되어 있다. 

@ Use of ice plugs (SM3) 

Ice plug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기의 격리에 사용되며， PHWR의 경우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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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계통의 feeder 배관에서 유지보수를 위한 핵연료 채널의 격리에 사용된다. 

ice plug의 실패는 주냉각계통 맹각재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2차 계통에 

서의 실패도 잔열 제거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ice plug로 인해 압력경 

계에 야기되는 열웅력은 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인도 

액체 질소(N2)를 배관의 냉각재에 대한 냉매로 사용하고 있다. 액체 질소의 

저장시설이 가용하며， 온도와 ice plug 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 

를 사용한 ice plug의 건전성이 감시된다. 

- 한국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 루마니아 

MA12의 부분이며 이후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 Pressure injection of compounds to seal leaks (SM4) 

[GSI에 서 삭제 되 었다.J 

- 중국 

운전중의 밀봉기기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증기누설의 경험과 

전기적인 방전에 근거하여 발전소의 배관의 배치에 설계변경이 가해졌다. 전 

기배전반 계통으로 증기 및 냉각수의 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Control of temporary installations (SM5) 

몇 기의 발전소에서 OSART 중에 임시 설치장비의 제어가 용이하지 않았음 

이 보고되었다. 안전계통의 임시 설치장비의 제어능의 부족은 안전설비의 설 

계특성을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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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AERB는 안전계통의 임시 설치장비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설비나 안 

전계통의지지 계통에 사용된 경우는 있다. 이 사항은 검토를 거친 문서화하 

였으며， 승인 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 한국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안전계통과 관계된 모든 임시 설치장 

비는 설치 전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루마니아 

MA5 와 MA6와 관련되어 었다. 

@ Clear identification of components and system trains (SM6) 

[GSI에서 삭제되었다.J 

(J) Response to low level equipment defects (plant material condition) 

(SM7) 

여러 발전소에서 낮은 수준의 결함이 확인되어 교정되지 않았음이 OSART 

시 확인되었다. 이 발전소들은 결함의 보고의 한계가 높은 경우였다. 축적된 

효과는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었지 않다. 

인도 

AERB는 각 원전마다 낮은 수준의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원전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결함의 보고 한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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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검토하고 있다. 

- 한국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었지 않다. 

- 루마니아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낮은 수준 결함의 조기 보고에 대한 한계는 

MA7에 서술되어있는 운전경험의 궤환의 새로운 하부구조중의 한 대상이다. 

(4) Training (TR) 

CD Assessment of full scope simulator use (TRl) 

원전의 인원에 대한 교육에 모의 (simulation)는 중요하다. 모든 영역을 운전 

을 모의 할 수 있 는 full-scope control room simulator가 가장 대 표적 인 예 이 

다. 부적절한 도구를 사용한 교육은 제어실의 근무 인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사고 시나리오에 안전계통의 기능을 상실하도록 될 수 있다. 

- 캐나다 

일반안전현안은 아니지만 모든 CNSC 부에 인허가 교육 프로그램에 검증이 

제공되었다. 모든 중수형 원자로 발전소는 운전원의 교육에 fu l1 scope 

simulator를 사용한다. 

- 인도 

1989년 에 RAPS-1에 근거 한 full scope simulator가 위 임 및 언 허 가를 취 득 

하였다. RAPS-1 simulator는 RAPS-2와 MAPS 형으로 개선되었다. 

- 한국 

운전자의 교육에 full scope simulator를 사용하며， KINS에 운전원의 검증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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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일반안전현안이지만 2001년 5월의 1호기의 재인허가 이후에 보고될 것이다. 

(2) Training for severe (beyond design-basis) accident management 

procedures (TR2) 

현재의 운전절차의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신규 및 개정 절차는 교육 프 

로그램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한다. 

- 캐나다 

TR1과 같다. 

- 한국 

MAll과 같다. 

- 루마니아 

전략적 안전 정책과 정기 안전성 검토 과정에 포함되는 현안이다. 현재 검토 

중이다. 

(5) Emergency preparedness (EP) 

CD Need for effective off-site communications during events (EPl) 

사고 중 혹은 후의 외부와의 통신의 단절은 외부의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의 대응행동으로부터 기술적인 조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막는다. 또한 

발전소로부터 대중으로의 통신흐름을 방해하여 때때로 사고의 결과와 진행 

에 대한 왜곡을 야기한다. 

-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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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관 본부에 규제 원전을 운전하는 사업자는 비상상황을 거주 검사자 및 

알려야 한다. 시 

- 캐나다 

CNSC 간부， 사업자， 주 및 지방 기관이 참석한 실습을 통해 평가된다. 

- 인도 

원전에서는 규정된 여러 통신수단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한국 

비상 계획이 있다. 대한민국 국 근거한 방사선학적 국민보호법과 원자력법에 

대 바상시의 96-4는 사업자에게 

있다. 응 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실습을 하도록 하고 

고지 11조와 과학기술부 ql 

^ 10조 민보호법 

발견되면 세부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 

루마니아 

중요한 측면과 어려움이 

(6) Radiation protection (RP) 

CD Hot partic1e exposures (RPl) 

영역 고온의 입자는 작은 양의 피부에 높은 피폭량을 초래한다. 이것은 넓은 

의 피부에 에 같은 피폭량의 경우와 같지는 않다. 

입자를 고온 

- 아르헨티나 

종사자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왔다. 

원전 

유지에서 엄격한 안전문화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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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제시되어 

캐나다 

발전소내 방사선 방비 



통제된다. 

부위에 의한 배관， 설비 및 차폐 장치의 위치가 고온에 

및 피폭의 감소를 위하여 개선되었다. 

도
 

인
 
발전소에서의 

물질 

선규 

고준위 방사성 

- 한국 

입자의 정 

입자에 의한 오염 

고온 절차는 오염의 

의 및 오염부위 및 수준의 검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온 

에 의한 피부 피폭량의 계산 프로그램도 수록되어 있다. 

보호 제거를 위한 방사선 ql 
7Ç 통제 종사자의 

- 루마니아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CZ) Radiation beams from power reactor biological shields (RP2) 

[GSI에서 삭제되었다.J 

반응도 제어장치 

- 인도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절차가 변경되었으며 

의 상부나 코발트 교체작업등의 경우에 보건물리 분야가 적용된다. 

- 루마니아 

측면의 방사성물질 방 않다. FSAR과 운전 있지 일반안전현안으로 고려하고 

어 절차에 제시된다. 

@ Management of Tritium (RP3) 

건조 ql 
7Ç 주 source, 포집 물

 
Tritum 제 어 는 source 격 납용기 와 삼중수화된 

기를 포함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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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Darlington site에서 OPG는 여러 해 동안 tritium 제거 장치를 성공적으로 

운전하여 왔다. 연간 7000시간의 운전동안 정상상태 반응률은 8.0X106 Curie 

이하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어있고 1 kg의 중수 당 3.4 Curie의 공급으로부터 

0.28 Curie로 감소시켜 배출한다. 

- 인도 

MAPS 1기 에 서 tritium의 제 거 와 RAPS의 1기 에 서 는 tritium swapping이 이 

루어졌다. 때로 규제기관은 shutdown uptake의 감소를 위해 DAC level의 

제한을 부과한다. 이의 이행으로 많은 향상이 이루어졌다. 

- 한국 

KEPCO는 삼중수소 제거장치의 건설 및 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2006년에 운 

전예정이다. 세부 설계 및 건설 및 시운전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이루 

어질 것이다 

- 루마니아 

연구가 진행 중이며 중대 결론에 도달한 시점에 보고할 예정이다. 

(7) Fuel storage (FS) 

φ Damage to fuel during handling (FS1) 

핵연료 처리기간 중의 방사화한 핵연료의 손상은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로 

종사자에게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를 입힐 수 있으며， 격납건물 내에 수용되 

지 않으면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 인도 

운전경험상 사용 후 핵연료의 기계적 실패는 핵연료 수송 계통이나 ba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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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에서 때때로 발생할 수 었다. 방사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실패는 

제한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설계 및 운전 절차의 개선을 위한 비정상상태 

및 연료처리 과정에 대한 검토를 전문가들이 검토하였다. 

- 한국 

lli7과 같다. 

- 루마니아 

1호기의 재인허가에서 Strategic Policy 하에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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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국내에서 제기된 일반안전현안 검토 

국내에서 제기된 일반안전현안으로 다음의 13가지 유형이 있었으며， 그 내용 

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일반안전현안으로 적합한 가를 판단하였다. 

1. 동력구동밸브의 운전성 

가.이유 

。 운전경험 분석결과 설계기준 사고조건에서 안전관련 동력구동밸브의 

운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남. 

。 모터구동밸브의 경우 구동원(actuator)의 고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 

며， 설계기준 차압 및 유량조건에서의 동작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다 

수 보고되었음. 

。 특히 동력구동 게이트밸브의 경우 압력 잠김 (pressure locking) , 열적 

고착(therrnal binding)에 의한 열럼 동작 불능이 확인됨. 

나. 내용 

。 안전관련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입증 

。 안전관련 동력구동 게이트밸브의 압력 잠김 및 열적 고착가능성 검 

토 및 대처방안 제시 

다. 기타 

。 US NRC의 GL89-10, GL95-07, GL96-05와 관련이 있음 

。 원검 71233-205(1997.6.13)에 의해 국내 원전에 기조치하여 이행상태 

추적 

2. 저 온 과압(Low-Temperature-Overpressure, L TOP) 보호 

가. 이유 

。 미국의 LER 분석결과 저온 과압계통의 비가용도(unavailabilit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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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년， 과압사고 발생가능성이 0.1/년으로 저온 과압사고의 발생 가능 

성이 크게 나타남. 

。 국내 Westinghouse 및 Framatome 공급 원전에 대해서 LTOP 예방 

조치가 기술지침서 요건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나. 내용 

o 원자로냉각재 water-solid 상태에서 저온 과압방지계통의 운전불능 

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지침서 요건 삽입 

- Appendix G curve에 맞추어 LTOP 설 정 치 개 정 

- water solid 상태에서 운전 금지사항 (L TOP train, 고압안전주입펌 

프， 원자로냉각재펌프 운전) 

- LTOP에 안전등급 요건 부과 

다. 기타 

。 US NRC의 GI -94, GL90-06과 관련 이 있음 

。 국내 원전에 기 조치 (원안 71231-18, 1995.1.25) 하였으며 현재 기술 

지침서 요건(안)을 검토 중 

3. 저출력/부분충수 운전 시 잔열제거 요건 

가.이유 

。 운전경험 및 확률론적안전성분석 결과 저출력/부분충수 운전조건에 

서 잔열제거계통의 고장에 의한 노심손상 가능성이 크게 나타남. 

。 국내 기존의 Westinghouse 및 Framatome 공급 원전에 대해서 저출 

력/부분충수 운전 안전성 확보조치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음. 

나.내용 

。 잔열제거계통의 상실방지를 위한 설비개선(부분충수 운전 시 수위측 

정계측기 등) 

。 잔열제거상실사고 방지를 위한 행정통제절차 수립 

。 잔열제거계통 상실시 대체 운전수단을 포함한 비상운전절차 수립 

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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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NRC의 GL88-17과 관련이 있음 

。 국내 원전에 이미 조치(원검 71233-31, 1996.3.18) 하였으며 이행상태 

확인 중 

4. 필수용수계통 신뢰성 

가.이유 

。 필수용수계통은 발전소 안전관련 기기의 냉각원으로서의 기능을 담 

당하여 관련기기의 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함에 따라 열교환기 세관의 냉각성능저하 또는 

상실이 발생하고 있음. 

。 냉각성능 저하의 요인으로 해파리， 새우 등 이물질 유입， bio-fouling 

에 의한 유량차단， 해수 포함 오염물질에 의한 부식으로 발생하는 열 

교환기 세관 손상， 그리고 계통의 냉각성능이 저하되는 해수온도 상 

승이 나타나고 있음. 

나. 내용 

。 유량차단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수립 

。 안전관련 열교환기 성능시험 계획 수립 

。 유량차단기구 감지를 위하여 계통 배관 및 기기에 대한 정기점검， 보 

수계획 수립 

。 단일 능동기기 상실시 계통성능 유지 방안 

。 보수절차서， 운전원 훈련계획， 정상 및 비상 운전절차서 적절성 확인 

다. 기타 

。 US NRC의 GI -51, GL89-13과 관련 이 

。 정기검사 주요 점검항목임. 

5.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밀봉(seal) 건전성 

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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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봉주입수 상설이나 기기맹각수 상실에 의해 원자로냉각재 펌프 냉 

각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밀봉파손에 의한 냉각재 상실이 주요 사고경 

과로 확인되었음. 

。 특히 station blackout 시 명각기능이 상실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음. 

나. 내용 

。 고온상태에서의 밀봉 성능 확인 

。 밀봉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 강구(새로운 계기 또는 밀봉냉각계통 

추가) 

다. 기타 

。 US NRC의 GSI-23과 관련이 있음 

。 station blackout 사고대책과 연계하여 조치 필요. 

6. 탄소강 배관에서 침부식으로 인한 두께 감육문제. 

가.이유 

。 탄소강으로 만들어진 배관에서 습분을 함유한 유체의 흐름에 의한 

침부식 문제가 가동시간의 증가와 함께 증가추세에 있다. 가압경수로 

의 2차측 탄소강 배관뿐만 아니라 중수형 원자로의 feeder 배관에서 

도 상당한 두께 감소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 

된다. 

나. 내용 

。 월성 1호기 feeder 배관은 98년 정기검사 현재 35.5%의 최대 두께감 

소를 보이고 있으며， 가압경수로의 복수기계통 및 급수， heater 

drains , 습분분리 기 drains , reheater drains, 증기 발생 기 blow-down, 

그리 고 고압/저 압 extraction steam lines 등에 서 두께 감소가 일 어 나 

고 있다. 

。 탄소강 배관의 감육문제는 급격한 파단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경 

제적 손실 외에 인명피해와 안전문제가 결부된 중요한 사안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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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소의 가동시간이 증가하면서 유체에 의한 침부식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 침부식을 일으키는 요인들로는 유체의 속도， 습분의 양， 배관의 형태， 

수화학 조건， 배관 합금성분， 그리고 옹도 등의 복합적인 효과로 발생 

한다. 

。 침부식에 의한 배관두께의 감소 정도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예측하기 

는 어렵지만， 주기적인 검사와 적정한 검사부위의 선택， 그리고 두께 

감소를 예측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으로 고에너지 탄소 

강의 두께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7.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성 결함 발생 및 탐지 대책 

가.이유 

。 원전의 가동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성 결함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음. 이 같은 균열성 결함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 

한 검사 범위의 확대 및 적정탐촉자 선정 등이 검사준비단계에서 요 

구되고 있으며 결함발생 위치， 결함형상 및 크기에 의거 발생원인， 탐 

지계획， 영향평가， 균열발생 및 성장억제 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의 수 

립이 시급함. 

나. 내용 

。 고리 1호기는 관지지대 상단의 확관 천이부위와 슬러지 침적부위에 

서 각각 일차측 응력부식균열(PWSCC) 및 입계부식(IGA)를 포함한 

이차측 응력부식균열(ODSCC)를 경험한 바 있고 U-bend 부위에서도 

PWSCC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고리 2호기는 관지지대 상부의 슬 

러지 침적부위에서 ODSCC를 경험하였음. 고리 3호기도 최근에 2개 

의 세관이 관지지대 상단의 SCC로 관막음되었음. 

。 울진 1 ，2호기는 ‘93년 최초로 대규모 PWSCC가 발견된 이래 계속된 

가동중 검사결과를 보면 ’94년 2월과 9월에 균열억제대책으로 수행된 

shot peening에도 불구하고 균열발생 및 성장이 억제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음. 현재 울진1.2호기는 길이를 기준으로 한 임시 관막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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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결함길이， 결함진폭， 위상각， 균열개 

수 및 균열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누설방지 차원에서 예방 관막 

음을 수행한 바 있음. 

。 월성 1호기의 경우 ‘98년도 정기검사 시 1개의 세관에서 균열성 결함 

으로 추정되는 신호가 탐지된 바 있으며 관막음되었음. 월성 1호기의 

경우는 결함의 원인규명 및 재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가 요 

구됨. 

8. 증기발생기내 이물질검사/제거 및 세관건전성 평가 

가. 이유 

。 원전의 건설 시 및 가동 중 1.2차 계통이 개방된 상태에서 기기 및 

배관의 설치， 조립， 용접， 보수 및 교체， 검사 등의 이유로 1 ，2차 계통 

내에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가동 중 펌프 밸브 등의 부품이 노후화로 

인해 계통 내로 유실되는 사례가 발생함. 

나. 내용 

。 ‘96년 8월 영광 2호기에서 용접잔류물에 의해 세관이 누설되어 불시 

정지가 발생하였음. 총 127R 의 이물질이 증기발생기로부터 제거되었 

으며 증기발생기의 환형부위， 중앙 통로부 및 세관 내를 검사한 결과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누설세관과 이물질에 의한 손상세관 등 

을 포함하여 8개의 세관이 관막음된 바 있음. 

。 이후 국내 건설 중 및 가동중 전 호기를 대상으로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 시 증기발생기내 이물질 확인 및 제거를 요구하였으며 사업자 

측은 전 원전을 대상으로 한 ‘원전 이물질유입방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았음. 

。 이물질검사로 발견되었으나 제거되지 못한 이물질에 대해서는 세관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차주기 운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가 수행되어 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기발생기 슬러지 제거 시 및 와전류탐상(ECT) 

에 의한 세관검사 시 이물질이 계속 탐지되고 있고 관막음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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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모손상세관도 발견되었으며 발견위치도 유량 분배판(FDB)에 까 

지 확대되고 있어 이물질검사는 정기검사 시 증기발생기 세관검사의 

고정적인 한 항목으로 수행되어야 함. 

9. 스테인레스강 배관 용접부의 표면결함 

가.이유 

。 울진 1 ，2호기，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의 가동전검사 과정에 스테 

인레스강 배관 용접부에서 다량의 표면결함(PT 결함)이 발견되어 용 

접보수가 수행된 사례가 있다. 안전성에 중요한 용접부가 가동 전에 

균열성 결함이 존재하여 장기적인 가동에 따른 용접부의 열화가 예상 

되고있다. 

나. 내용 

。

。

。

울진 1 ，2호기의 가동전검사과정에 다량의 균열성 

영광 3，4호기에서도 수압시험 후 가동전검사과정에 

결함이 

다량의 

발견되었고， 

균열성 결 

함이 발견되어 용접보수를 수행하고 수압시험을 다시 수행하여 공기 

발견되었고， 원인분석결 

균열로 판명되었다. 

경비가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ô -ferrite가 부족하여 발생 되 는 미 세 

v l- 。
1:송-;::::-

ql 

^ 지연 

과 

영광 3，4호기에서 균열성 결함이 많이 발견되어 후속호기부터는 건설 

과정 에 PT를 추가하고 용접 

구하였다. 그러나 울진 4호기 

입열을 줄이는 등 건전성 

가동전 검사과정에 n: 
J-

함이 다량 발견되어 원언을 수행 중이다. 

확보방안을 강 

다시 균열성 결 

건설과중에 균열성 표면결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후속호기에 대한 안 

전대책뿐만 아니라 운전중인 발전소에 대한 건전성 확보방안이 요구 

되고 있다. 

10. 모터구동밸브(MOV) 규제대책 

가. 이유 

。 모터구동밸브는 원전의 주요 안전계통에 설치되어 방사성 물질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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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누출 차단 및 각종 안전계통(원자로냉각재 계통， 기기냉각수 계통 

등)의 격리기능을 수행. 

。 모터구동밸브의 역할은 정상운전시보다 설계기준 사고조건에서의 안 

전기능이 보다 중요시됨. 

。 고장사례 분석， 연구결과 가동 중 시험요건의 이행만으로는 사고조건 

에서의 밸브 안전기능을 입증할 수 없음이 확인됨. 즉， 모터의 경우， 

설계 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토크가 설계기준 조건 시에 요구 

됨을 확인함. 또한 스위치 설정 값이 잘못 설정된 경우가 많고， 결론 

적으로 설계기준조건에서의 유량 및 차압에서 요구 안전 기능을 실제 

시험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음이 연구결과 확인됨. 

。 따라서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 사고조건에서의 발전소 안전을 위해 

가동 중 시험요건 외에 별도의 요건에 의거한 모터구동밸브의 안전기 

능 입증이 필요함. 

나. 내용 

。국외규제현황 

- NRC Generic Letter 89-10 (Safety-Related Motor-Operated Valve 

Testing and Surveillance); 설 계 기 준 사고조건 하에 서 MOV의 안전 기 

능을 확인하기 위해 밸브가동 중 시험 요건에 추가하여 별도의 시험 

요건을 발행 (89년 6월 28일)하고， 5년 이내(‘94년 6월까지) 이행토록 

요구함. 

- 89-10 발행 후 6차례의 supplement를 추가로 발행하여 이행상의 문 

제점 해결방안 및 이행 가이드를 제공함. 

- 현재 NRC는 공식적으로는 89-10과 관련된 검사는 종결한 상태이 

나， 일부 미완료된 발전소는 추가적으로 검사를 수행중임. 

- 89-10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미 원전산업계에서 각종 가이드 

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국내규제현황 

- ASME 밸브가동 중 시험요건에 의거한 시험은 전 발전소에서 수행 

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Generic Letter 89-10 요건에 의거한 밸브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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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지 않고 있음. 

- 89-10 이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장비는 일부발전소 (영광1 

발， 고리 2발)에서 기 구매하였으나 89-10 요건과는 무관하게 사용되 

고 있음. 

。 G.L 89-10 내용중 주요 요구조치사항 

- 각 MOV 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하여 최대차압 산출할 것. 

- 검토결과에 따른 정확한 switch setting 값 결정할 것. 

- 설계기준조건상태에서 정확한 switch setting 값에서의 밸브 안전기 

능 확인시험을 수행할 것. 

- 최소한 5년에 한번씩 정확한 switch setting 값이 유지되고 있는가 

확인할 것. 

- 모든 조치내용은 서류화 

- 상기 요구내용을 G.L 89-10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완료할 것 

- G.L 89-10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설계기준차압 검토계획서 및 상 

기요구내용 이행계획서 제출할 것. 

다. 기타 국내 규제관련 대책 및 일정(안) 

。 G.L 89-10의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국내 규제요건 발행 

。 사업자 수행준비 

- 이행계획 절차서 수립 (각 밸브에 대한 안전기능의 중요도， 고장사 

례 및 운전경험， 시험결과， PSA 등을 통한 적용 우선 순위 선정) 

- 조직 구성 

- 시험설비 및 진단장비 확보 

- 시험 수행요원 교육 훈련 

。 수행준비 검토 

。 규제요건 이행 및 규제검사 수행 

11 운전기준지진(OBE) 하중의 제거와 관련된 규제입장 수립 

가. 이유 

。 운전기준지진 (OBE) 하중을 설계하중에서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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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규제기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함. 

나. 내용 

。 원전 산업계， 특히 미국의 전력연구원(EPRI)에서는 운전기준지진 

(OBE) 하중을 설계하중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운전기준지진(OBE) 하중을 설계하중에서 삭 

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미국 NRC의 staff들도 SECY -90-016, SECY -93-087 보고서에 

서 운전기준지진(OBE) 하중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지나치게 보수 

적이므로 이를 설계하중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NRC 위원 

회에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의 NRC 위원회 입장은 권고사 

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좀더 검토한 후에 입장을 

결정하여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음. 

。 국내의 원자력 산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규 

제기관의 입장정리가 필요한 실정임. 

다. 기타 

。 지진하중 설계와 관련된 ASME Code 요건의 과도한 보수성을 완화 

하고자 하는 일 환으로 제 시 된 미 국의 ASME Code, Section III, 1994 

Addenda에서는 ASME Code Class 1, 2, 3 배관의 지진하중과 관련 

된 허용 응력 기준이 보수성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됨. 그러나 현 

재까지 미국 NRC에서는 아직 그 내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12. 주증기계통 파단전누설 개념 적용 

가.이유 

。 파단전누설개념 (Leak Before Break, LBB)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 

에너지 배관의 동적효과를 설계에서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설 

계개넘이며 미국의 10CFR50 GDC4가 1984년 개정됨으로써 원전에 

그 적용이 허용되었다. 다만 파단전누설 개념의 적용에 대한 허용여 

부는 발전소별로 또 계통별로 별도의 평가를 수행하여 규제기관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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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하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는 영광 3，4호기에서 처음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 가압 

기 밀림관， 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에 LBB개념이 적용이 허용되 

었으며 이는 후속호기에도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친 후에 적용되었 

다. 

。 이후， 영광 5，6호기의 경우에서 한전은 기존에 허용된 4개 계통 이외 

에 주증기계통을 추가하여 파단전누설개념 적용을 신청하였다. 안전 

기술원은 이와 관련하여 PSAR 심사를 통해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울진 5，6호기 PSAR에서 주증기계통의 파단전누설 개념 적 

용을 재신청을 하고 있다. 

나. 내용 

。 파단전누설 개념이 원전 배관계통에 적용될 경우， 그 타당성은 

PSAR 단계에서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만일 FSAR 단계 

에서 파단전누설 개념의 적용의 허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설계변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LBB가 적용된 

배관과는 탈리 주증기관의 경우 영광 3，4호기 PSAR단계에서 LBB 여 

유도를 만족시키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증기계통에 대한 LBB 예 

비평가보고서를 PSAR 단계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 

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단계별로 심층적인 검토를 하여 향후 

인허가 과정에 도출될 문제점에 대비하여야 함 

。 주증기배관의 2차계통 누설을 감지하기 위한 누설감지계통은 어떤 

규제요건을 적용해야 하는 지와 전체적으로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한 

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2차계통 누설 시 이를 감지하기 

위한 누설감지계통의 운전제한 및 점검요구사항 등에 대한 Tech. 

Spec. 규정 등에 대한 규제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요구됨. 

다. 기타 

。 상세한 인허가 사항은 사업자의 예비평가보고서가 제출된 후 상세 

검토를 통해 도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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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NDU 핵연료압력관 파단전 누설 개념 적용 

가. 이유 

o 핵연료압력관은 캐나다에서의 운전경험에 비춰볼 때 수 차례의 파손 

및 누설이 발생한 바 있으며 월성 원자력 2호기의 인허가 단계에서 

캐나다의 경험을 반영하여 핵연료압력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여전히 지연수소에 의한 균열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전기술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월성원자력 2호기의 

건설허가 심사부터 제기하였으며 한전은 압력관의 파단전 누설평가 

및 환형 기체계통 성능시험 결과를 토대로 파단 전 누설 조건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운전절차서를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나. 내용 

。 안전기술원은 지연수소균열의 발생시 핵연료압력관의 불안정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연료압력관의 압력-온도 운전제한곡선 개 

발과 파단전누설평가에 따른 운전절차서의 개발을 요구하였으며， 구 

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월성 3호기 심사단계에서 보완하도록 

요구함. 

- 핵연료압력관의 안전운전영역을 제시하는 압력-온도 운전제한곡선 

을 작성하고 이를 운영기술지침서에 반영 

- 현재 AECL이 제시한 AGS의 최소유량설정에 사용한 AGS시험 데 

이터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전은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 

를 사용하여 LBB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AGS의 최소유량을 

재설정 

- AECL의 파단전 누설 평가결과에 따르면 핵연료압력관의 누설이 

감지될 경우 원자로를 즉시 냉각 및 감압해야 하며 누설위치를 확인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원자로 저온정지상태에서 누설위치를 찾 

기 위해 노심을 완전히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파단 전 누설 

개념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전절차서 및 운영기술지침서를 개정하여 

사용 

- 월성 2, 3, 4호기에 대한 LBB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월성 1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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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에 적용되어 제반 특성을 추가로 고려한 LBB 평가결과가 월성 
조치가 취해져야 함. 

이와 같이 개선하여 누설 요구한 보완사항에 따라 압력관의 파단 전 。

있도록 AGS set point 재설정， 원자로 감압 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규제 입장을 정 

까‘ 
T 

개선， 운영기술지침서 개정 

리하여야 함. 

3.5 국내 기관 검토의견 

유지할 조건을 

다] 

^ 

적합성의 

대하여 정리하였고， 표3.1에 

종합， 요약하여 나타내었 

의견 종합하였으며， 안전현안의 

사유에 

의견을 

국내기관 검토의견을 절에서는 효:!.. 

ql 

^ 배경 일치 항목과 의견불일치 항목의 

검토 항목에 대해 각 기관별 전체 검토 '--'--

다. 

- 적합항목 3.5.1 기관별 의견일치 

1. 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structures including aging effects (GL2) 

가. 배경 

피
 근
 

검증이 기능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설비 성능 

정상운전 

각 설비들의 

내 · 외부적 사 

있는데 국제적인 관례에 따르면 발전소 운전자와 규제 

ql 

^ 사고 조건에서 이러한 설비 성능검증은 요하다. 

모두 적용될 수 건에 

기관이 관련 성능검증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됨에 따라 설계에서 제공된 신뢰도와 안전 여유도는 감소 

발전소의 노후화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운전 및 유지보수는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발전소가 노후화됨에 

발전소 수명동안 요구되는 

발전소가 노후화 

마련이며 하기 

중요한 구조물과 부속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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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능들의 가용성보장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히 사고조건 및 

노후화에 관한 설비 성능 검증이 요구되지 않았던 구세대 발전소에 많이 적 

용된다. 불충분한 설비성능 검증은 극한 자연조건이나 지진조건에서는 안전 

성에 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설계기준 범주내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안전 

기능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나.사유 

(1) KOPEC 

노후화를 고려한 발전소의 기기 및 구조물의 검증은 발전소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검증요건은 정상운전 시， 사고 시 또는 내 · 외부의 사 

고에 적용됨. 안전에 중요한 발전소 계통， 구조물 및 기기 등의 노후화는 발 

전소 수명기간동안 요구되는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 

되어야 하므로 이 사항은 사고 시와 노후화에 대하여 기기 검증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오래된 발전소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음. feeder thinning 

및 EFADS 등은 좋은 예임. 각 국에서는 인허가 기관의 요구로 이러한 현상 

을 가동 중 검사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전소 수 

명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므로 GSI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2) KAERI 

1. Feeder pipe wall thinning에 관한 국내 조치 는 적 절하다고 판단됨 . 

기준을 초과한 배관 발생시의 대책 검토 필요함. 

2. Emergency filtered air discharge system에 관해서는 캐나다 practice 

참조가 필요함. 

3. 인 도 에 서 실 시 하고 있는 계 장 기 가 의 environmental qualification 방 

법의 국내 적용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필요함. 

(3) KEPCO 

(가) 현황 

- 운전연수 증가에 따라 기기 및 구조물의 운전여유마진 감소 

- Feeder Pipe의 설계값을 초과하는 예측되지 못한 감육발생 

(나)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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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der pipe의 연속 두께감육 감시설비운영 (2개소)， 

-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feeder pÌpe 두께 감육 측정 및 감육 추이분석， 

- 비상계획용 자재확보 

(다) 향후대책 

- mock-up 제작 및 절차서 개발이나 유자격자 확보 

2. 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structures (GL 2a) 

GL2 참조 

3. Ageing of equipment and structures (GL 2b) 

GL 2 참조 

4. Deterioration of core Ìnternals (CI 2) 

가. 배경 

CANDU 원자로의 Calandria 튜브는 설계 수명동안 변형으로 인하여 

LIN (liquid poison injection nozzels) 또는 수평 flux 감지 장치 와 접 촉하게 

되는 등의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어봉 유도관， Calandria, 압력 튜 

브， 연료 채널 및 감속재 부분이 CANDU의 내부 구조물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 들은 IGSCC(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 IASCC(i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 , 피 로도， 열 적 노후화 및 방사선 조사에 

의한 embritt1ement 등에 의해 휘어짐 등의 변형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노 

내 구조물들의 변형은 원자로 정지 계통과 냉각재의 분포 및 유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안전 기능 제어， 출력 제어 및 연료 냉각 

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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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PEC 

인 누출사고가 있었고 Calandria관 발전소에서 Douglas Point 캐나다의 

rl 。
/dT 월성 1호기의 일어났으며 누출이 Calandria의 1호기에서 Rajastan 도의 

'...l-주입기기 도무깅 
-, 2. :.:코 인 한 Calandria관과 액 체 처짐으로 creep 핵연료채널의 

적 이 항목은 GSI로 도달하기 전에 예상되므로 말에 즐의 접촉이 설계수명 

합함. 

(2) KEPCO 

(가) 현황 

@ 운전 년수 증가에 따라 압력관과 노즐과 수평중 주입 도곧;낀 -, '<크 i코 

성자 속 감시설비와 접촉 

@ 압력관의 처점에 따라 원자로내부 부품과 접촉 

액체 

(나) 조치내용 

주
 
。CT-LIN 간격측정 진행 

개발 

(다) 향후대책 

코드 CT 처짐 

5. Steam and feedwater piping degradation(CI7) 

가. 배경 

등에 

열 

카
이
 

괜
 램
 

배
 

스
 

수
 
레
 

급
 
트
 

스
 

한
 

대
”
 

주
。
 

파열， 피로， 수격현상， 진동 

사용하는데 탄소강을 

부식 

일반적으로 

설계기준치를 

스트레스 님 까‘1 T----j, 

의해 손상된다. 배관재료는 

적 층리현상은 피로에 대해 

증기와 급수 배관은 

초과하는 

보조급수의 다] 

^ 
우저 
l..!... '-수 보조급수계통 배관설계， 문제들은 이러한 었다. 까

T 할 

발생하 이상유동이 은
 

호
 
「급수배관 있다. 게다가 /λ‘ 

T 연결시킬 특성에 화학적 

요소일 

중대 

때 

완화되어 있어 

전체에 비추어볼 

주된 거‘ 
T 야기될 

비해 감시계통이 

이것은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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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배관에 

여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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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은 

발생할 

마모 line은 

있다. 일반적으로 

미계측 파손이 

부식， 
L-L-

한 

까‘ 
T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 

나.사유 

(1) KOPEC 

증기 및 급수배관은 마모 및 부식에 의해 두께가 감소하고 stress 

cOITosion cracking, fatigue, water hammer 및 진동에 의해 열화되며 파손 

시 안전관련계통에 영향을 주고 작업자나 인근구조물의 안전을 해치므로 

GSI 항목으로 적 합함. 

6. ECCS sump screen adequacy(SS l) 

가. 배경 

격납건물 내부에는 일차냉각수 수집과 LOCA사고시 재순환수를 저장할 

sump가 있는데 격납건물 내부바닥의 뚜껑은 ECCS와 격납건물 분사계통의 

suction시에 잔해침투를 방지할 목적의 스크린으로 덮여있다. 

LOCA 상황하에서 격납건물 내부의 배관라인과 기기의 열적 절연이 깨어지 

게 되면 sump 스크린과 ECCS 재순환 실패의 큰 위험도를 가진 ECCS 열교 

환기 를 방해 하여 common mode failure를 야기 한다. 

나.사유 

(1) KOPEC 

LOCA와 같은 사고 시 격납건물은 harsh environment조건에 노출되기 때문 

에 이러한 조건에서 격납건물의 paint flake 혹은 기타 부유물에 의한 sump 

screen의 blockage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고후 원자로의 long term 

cooling을 위해 저압 ECC 펌프는 격납건물 내의 sump로부터 흡입원을 취하 

는데 부유물에의한 sump screen의 blockage는 ECCS 순환에 의한 long 

term cooling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GSI는 운전중인 발전 

소 및 추후 건설 예정인 모든 발전소에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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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ydrogen control measures during accidents(SS 6) 

가. 배경 

사고 시나리오에서 불충분한 수소완화 계통은 심각하게 격납건물과 구속기 

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어떤 사고조건 동안에 방출되는 수소는 격납건물의 특정 영역에서 연소성 

기체 혼합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기체 혼합물의 연소에 의해 생성 

된 기계적 및 열적 부하는 격납 건물의 밀봉(envelope)과 내부 구조물 및 안 

전 관련 설비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Ontario Power Generation (OPG)에 서 는 hydrogen ignition systems (HISs) 

를 적용하였으며 단기간의 수소 거동을 GOTHIC이라는 3-D코드로 해석하여 

HISs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월성 2/3/4호기와 Qinshan TQNPPs에서는 

수소점화기와 같은 완화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체 혼합물의 자연순 

환이 단기간의 수소 거동에 의한 위협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잠정적인 극한적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l-D 코드인 PRESCON2를 사용한 

몇 차례의 해석이 수행된 바 있지만 3-D 평가는 아직 수행되고 있지 않다. 

나.사유 

(1) KOPEC 

어떤 사고로 인해 누출된 수소가스는 격납용기 건물 내에서 연소성 가 

A 혼합물을 생성 할 수 있고， 이 연소가스에 의 한 mechanical and thermal 

load는 containment envelop, supporting intemal wall, safety-related 

equipment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GSI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2) KEPCO 

(가) 본 항목은 DBA 및 관련 사고 발생 시 원자로 건물 내 hydrogen 

distribution, concentration 및 Mixing 등에 대한 분석 및 기술 검토， 

원자로건물 내 hydrogen concentration 감시 및 제어관련 절차는 추 

후 검토가 필요함. 

(나) Equipment Survivability와 관련하여 igniter는 odd, even으로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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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있으며 odd/even igniter는 최소 1.5m 이상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igniter에 보호용 barrier가 설치되어 item 라 요건에 충분 

히 만족시킴. 

8. Reliability of motor-operated and check valves(SS7) 

가. 배경 

많은 발전소 운전경험에 따르면 수많은 밸브 혹은 밸브 구동자가 발전소 

의 시험상태 혹은 정상상태에서 기술보고서에 명시된 작동에 대해 실패할 

수 있음을 알 수 었다. 밸브의 오작동은 부적합한 스위치 설정， 낮게 설정된 

토크요건 혹은 높게 설정된 모터구동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것들의 둘 혹은 

셋의 동시다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책임자는 안전 

관련계통의 구동밸브의 정확한 작동 실증을 위해 다른 장치들을 요구한다. 

이것은 향상된 유지/감시 프로그램과 밸브시험을 통해 보고되어진다. 전기구 

동밸브와 체크밸브의 오작동은 사고시의 예기치 않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 

으며， 가정한 노심이 녹는 사고와 관련한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사유 

(1) KOPEC 

동력 구동 gate valve들의 압력 잠김 (pressure locking)과 열적 고착 

( thermal binding)현상， 일반동력구동 밸브들의 actuator 용량선정문제로 인 

한 작동불능， check valve들의 기 능상실은 core melting이 나 다른 중대사고 

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GSI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9. Diesel generator reliability(ES2) 

가. 배경 

소외전원 상실사고 시에 노심용융으로 진행되는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선뢰할 수 있는 작동이 요구되며， 소외 비상디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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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작동 신뢰도는 노심용융으로 진행되는 사고의 확률을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확률적 안전분석에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작동 신뢰도가 중 

대사고 완화를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나타나었다. 

나.사유 

(1) KOPEC 

소외전원 상실시 노심용융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 

디첼발전기에 의해 필수적인 안전계통에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GSI의 항목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됨. 

(2) KEPCO 

원자력발전소 사고확대 방지를 위해서 비상(예비)디젤발전기 신뢰성 제 

고는 필수사항임. 

예비 디젤발전기 기동신뢰성 제고 및 열화 저감을 위해서 저속기동(slow 

start) 방식 적 용예 정 

- 월성 1호기 SDG는 금년부터 주기 시험 시 저속기동 예정 

- 월성2호기 SDG는 저속기동 기능을 포함한 신규 조속기 (230lA 

LSSC & DRU)로 교체 검토 추진 

10. Reliability and safety basis for digital I&C conversÎons(IC 4) 

가.배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에 디지털컴퓨터 및 소프트워l 어를 사용한 국제적 

경험을 반영한 요건에 바탕을 둔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필요하다. 디지럴 기술은 아날로그 기술과 현저히 다르므로 디지털 컴퓨터 

기반계통(원자로 방호계통， 비상노심냉각 작동계통， 급수제어계통 등)의 안전 

검토에 대한 적절한 기준은 다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디지털기술 계통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된다. 

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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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PEC 

안전 계 통의 analog I&C components를 digita1 I&C components로 교체 할 

때에는 analog 기기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software V & V (verification 

and va1idation) , CMF(common mode failure) , DID & D(defence-in-depth 

& diversity)를 포함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발생하므로 GSI의 항목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KEPCO 

SDS#l PDC가 월성 2，3，4호기 SDS#l PDC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Procontrol P13 모벨로 변경될 계획임. 

11. Need for a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IC 6) 

가. 배경 

안전변수표시 계통(SPDS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은 발전소 정 

상운전 및 사고 시에 안전운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계통이다. 

TMI-2사고 이후 많은 발전소에서 SPDS를 도입하였으며 SPDS는 운전원에 

게 발전소의 최적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SPDS의 부족 

은 특히 참작할만한 정상에서 운전원에 의한 실패율을 증가시킨다. 중요한 

안전 기능에 대한 복구와 감시의 실패는 노심손상과 다른 보호벽의 손상을 

야기한다. 

나.사유 

(1) KOPEC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은 발전소 운전원으로 하여금 정상운전 

중은 물론， 과도상태， 사고상태 하에서의 발전소의 안전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므로 GSI의 항목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KEPCO 

(가) 발전소 제어용 전산기에 입력되고 있는 모든 변수 (A/I, D/1)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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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A!O, D/O) 및 모드 경보와 ERMS 자료를 15일간 5초 간격으 

로 database화하여 여러 형태로 제고 하고있음. 

(나) 이중 안전계통과 연관되는 변수는 따로 200개를 선정하여 KINS에 

전송하고 KINS에서 운영하는 CARE system과 연계됨. 

(다) 제어용 전산기에 입력되지 않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차후 A;l를 

증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 추진할 계획임 

12. Containment integrity(CS 1) 

가. 배경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고 완화 방안으로 격납건물 환기 

Ccontainment venting), 수소 농도 조절 (hydrogen control measures) , 그리 

고 격납건물 잔열 제거 (containment heat removal)가 제안되고 있다. 

격납건물 환기는 사고 시 격납건물의 압력 강하를 위해 격납건물 외부로 연 

결된， 필터가 설치된 통제된 통로를 여는 것으로， 가압의 주요 원인인 수소 

는 연료봉 피복재 산화， 용융물과 콘크리트 사이의 반응， 그리고 노내와 격 

납건물 sump의 냉각수의 방사화 분리 (radiolytic decomposi tion)로 생성된 

다. 수소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소로 시작하여 폭발로 발전할 수 있으 

며， 이때의 동하중에 의해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위협받는다. 따라서， 격납건 

물 배기 및 수소 농도 제어는 격납건물 손상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 

고， 또한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한 

다. 또 다른 현안은 격납건물로부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격납건물과 사 

용후 핵연료 저장조 표변에 처리된 non -metallic liner의 건전성이다. 

나.사유 

(1) KOPEC 

중국의 경 우 containment의 설 계 압력 은 124 kPa인 데 반해 dousing 

system이 작동 중 일 때 main steam tube rupture의 피크압력은 179 kPa이 

며 dousing system이 고장 났을 때 400 kPa에 달하고 인도의 경 우 pn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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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ment를 감싸는 secondarγ containment가 있 고 spent fuel storage 

bay의 liner를 stainless steel plates로 설치하였으며 최근 설계한 발전소의 

1iner는 두 겹으로 만들어 누출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1998년 월성 1호기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의 비금속 liner에 균열 및 부풀음의 

결함이 발견되었고 CANDU 6 발전소 종합 누설율 시험 결과 liner 재질의 

개선 및 containment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GSI 항목 

으로 적합함. 

(2) KAERI 

(가) 격납건물에서의 누출에 관한 각국의 관섬이 많은데， 그 이유는 

CANDU의 경우 격납건물의 내벽에 사용하는 epoxy liner의 내구성이 

취약하기 때문임. 따라서， 중국의 TQNPP에서는 오염되기 쉬운 

spent fuel storage bay (SFSB)와 waste storage bay의 경 우 epoxy 

liner를 steel liner로 교체하였고， 인도에서도 SFSB의 경우 steel liner 

를 사용하고 있음. 아직， 국내에서는 epoxy liner를 활용하고 있고， 

SPSB에서의 누출을 검사하기 위한 조치가 따로 행해지고 있어， 

stainless steel liner로의 교체시의 장단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됨 

(나) 중국의 TQNPP의 경우， 안전 등급인 16개의 local air cooler의 전 

원 공급 장치에 대한 지진 대비 설계를 수행하여 교체하였음. 국내 

원전에서도 같은 경우라면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격납건물 압력 계측기의 측정 범위에 대해， 중국의 TQNPP의 경우 

AECL의 사고 경위 해석 결과 (최대 값 400 kPa)를 활용하여 설계기 

준 최대 값인 124 kPa보다 높은 400 kPa(g)까지의 압력 범위에 대해 

서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중대사고시 사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잇는 

계측 장비의 설치인데， 격납건물 압력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사고 관 

리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교체에 따른 비용-이득 효과를 분석하여 고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드증거1) cl 
C"} ,r.,r.. L...I. 

(라) 국내의 경우 시간에 따라 격납건물의 prestress level이 낮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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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pres - stressing 계통에 대한 운전 중 검사 Cin-service 

inspection)에 대해 여러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음. 그러나， 그 

평가 방법은 아직 정 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음. 평가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3. Need for systematic fire hazards assessment(IHl) 

가. 배경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화재 방호가 필요하다. 화재위험분 

석은 초기 연료장전 이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원자로 정지， 잔열제거， 방사성 

물질 저장소의 주요 안전기능이 화재에 대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운전 중에 보강되어야 한다. 

화재위험 분석은 다음 여섯 개의 분리된 목적을 갖고 있다. 

a) 화재시 각 요소의 안전 및 위치의 중요성 

b) 안전 중요도에 따른 화재의 결과 및 진화활동 분석 

c) 방화벽의 필요한 저항력 결정 

d) 화재 감지 및 방호 방법의 결정 

e) 추가적인 분리 혹은 화재방호 필요성이 있는 부분 구분 

f) 화재로 인한 발전소 정지 잔열제거 방사성물질의 저장 등의 안전계 

통의 검증 

이전에 수행된 체계적인 화재 위험분석은 화재의 결과로 사고 발생 및 안전 

기능이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사유 

(1) KOPEC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는 발전소 안전성을 해치는 위험 요소이므로 GSI 

항목으로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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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dquacy of fire prevention and fire barriers(IH2) 

가. 배경 

원자력발전소에는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화재보호장치가 있어야한다. 이것 

은 원전 가동부터 화재방지를 포함하는 심층방호개념에 의해 구현된다. 발전 

소 설계부터 인화물질의 양 및 화재정도가 적절한 션에서 최소가 되도록 유 

지하고 어떠한 계통의 실패가 화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안전 

에 중요한 요건언 인화물질의 취급도 다루어져야 한다. 

다중장치중 한 부분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받더라도 분리되어있는 다른 계 

통이 충분히 안전계통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중계통간의 방화벽이 화 

재위험분석 및 자동화재진화 계통에 의해 충분히 방호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화재에 의한 공통원인고장에 대응하는 불충분한 방어는 심층 

방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DBA 사고동안 redundant train의 상실 

은 안전기능을 선뢰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나.사유 

(1) KOPEC 

화재로 인한 cornmon mode failures에 대한 방호가 불충분하면 발전소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적절한 방화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 

므로 GSI 항목으로 적 합함. 

15. Adequacy of fire detection and extinguishing(IH3) 

가. 배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화재방지의 적절한 수준이 필요한데 이것은 

화재방지 및 소화를 포함하는 섬층방호개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적절한 용 

량과 기능을 갖춘 화재방지 및 소화계통은 화재 시 빠른 소화와 화재로 인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기 적절한 경보계통을 제공해야한다 원자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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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잔열제거， 방사성물질의 보관 등을 위한 안전계통의 작동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안전계통이 화재로 인해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만일 화 

재감지와 소거 기기의 작동이 실패한다면 사고가 시작될 수 있으며， 안전기 

능은 악화될 수 있다. 

나.사유 

(1) KOPEC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화재 감지 및 소방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므로 GSI 항목으로 적합함. 

(2) KEPCO 

- 월성 1호기(적용)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재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방 

설 및 감지 설비의 보강이 필요함 

- 월성2호기 (비적용) 

내용중의 월성 3，4호기와 동일하게 설치되었으며 화재위험도 분석에 

따라 소방설비 및 감지기가 설치됨 

- 기타 

월성 1 ，2호기 소방설비 점검 및 시험， 소방대 운영 등은 현재 타 발 

전소와 유사하게 운영 중이므로 별도 조치 불필요 

16. Need for systematic assessment of seismic effeds(EH1) 

가. 배경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보완 시 설계에 반영된 “지진효과로 인한 취약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인 방법이나 확률론적인 방법의 적절한 조합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평가가 필요하다. 

- 지진입력평가 : 부지설계입력지진의 재평가 및 Seismic PSA를 위한 

위해도가 정의되어야 함 

- 지진응답 재해석 : 위에서 계산된 지진입력에 대한 SSI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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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구조물， 기기의 응답 재계산 필요 

- ground motion의 각 지 진 level에 서 의 구조물과 기 기 의 fragility7r 재 
요구됨.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work down이 

- 노심손상을 야기하는 사건이나 사고의 발단을 알 수 있도록， “사건수 

목도”와 “원인수목도” 등의 방법이 정의되어야 하며， fragility data에 

의해 재평가되어야 함. 

이러한 평가의 주목적은 지진에 대한 발전소부지 특성과 비교하여 

빈도 평가와 필요에 따른 개선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심손상 

지진은 주 계통 및 각 요소의 건전성에 동시다발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구조에 대한 평가가 없이는 지진효과 어 사고분석에 

에 대비하기 위한 계통의 개선이 불완전해질 수 있다. 

나.사유 

(1) KOPEC 

월성 1호기와 동종의 아르헨티나 Embalse 원전의 경우 설계는 0.15g에 대 

해 수행하였으나 1982년 가동 전 0.26g에 해당하는 지진하중에 대해 재평가 

한 결과 몇 가지 upgrade를 이행하였으며 가동 후 15 - 25년 사이에 안전성 

측면에서 원래의 설계 인자들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GSI 항목으로 적 합함. 

있으므로 

(2) KEPCO 

“ 현 재 Draft Report의 기술내용 수정 필요함” 

월성 1호기의 경 우 ANSνM애S 2.2, USNRC REG 1.12, CSA289.5를 

만족하도록 설계변경을 수행하여 지진감시설비를 94년 전면 보강하였 

- 고리 1 ，2호기와 함께， 1호기의 경우 구형의 내진설계이므로 1985년 3월 

까지 가동기기의 내진안전성을 재평가하도록 10CFR50.49를 제정함에 

따라 1980년 NRC에서 마련한 USI A-46를 지정 종합적인 해결방안 

을 과제로 수행된 SQUG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적용중이며 향후 

있는 국 

내표준기준을 개발(96-99년) 하여 이후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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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17. 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es (AA 2) 

가. 배경 

(AA 2(a)) Compliance with bundle and channel power limits 

집합체와 채널의 출력 제한치는 각 발전소의 운전허가 기준에서 규정한다. 

사업자는 이러한 제한치들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그러나 현재 집합체와 채널 

의 출력 제한치에 대해서는 관련된 계산의 에러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만약 많은 불확실도가 허용된다면 채널과 집합체의 출력은 용적출 

력 (bulk power)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AA 2(b)) Operation with Flux Ti1t 

Flux 기울기를 동반한 운전에 있어서 ROP(regional overpower 

protection)Y. NOP(neutron overpower protection)에 의 한 원자로 정 지 는 분 

석에 의해 입증이 되는데 이러한 분석에서는 계속적인 운전이 허용되는 다 

른 상태들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다. 

ROP이OP 시 스랩 설 계 는 어 떤 reference flux와 perturbed flux에 대 한 시 

율레이션으로부터 유도된 정보들에 근거한다. 그리고 어떠한 채널도 극한 

출력 제한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시율레이션으로부터 trip setpoint가 결정된 

다. 

문제는 정지 설정치 유도에 사용된 오차 허용치의 정확도에 있는데 이 정 

확도는 가준 flux, 업동 flux 및 관련된 simulation ratio(섭동에 의한 채널 출 

력과 flux의 변화율)들의 정확도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ROP이OP 정지 설정치의 정확도를 입증하려면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a. 어떠한 운전 조치에 앞서 flux 기울기를 동반한 연장 운전(prolonged 

operation)에 대해 현재 운전 절차에서 허용된 flux 기울기의 최대치 

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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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재 운전 절차에서 허용된 최대 flux 기울기와 설계 기준에 의해 정 

상상태 flux 분포를 산출하고 정상상태 flux 형태에 따른 비정상 섭동 

flux 형태를 산출해야 한다. 

c. 위 의 flux 형 태 에 대 한 simulation ratio들을 평 가하고 이 ratio가 어 떠 

한 요구 오차 허용치 범위 내에서도 변화가 없는지를 결정한 후에 

ROP이OP 정지 적용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AA 2(C)) Quality Assurance of Safety Analysis 

모든 사고 분석은 적합한 기하정보， 물성치， 물리적 및 열수력적 정보에 

의거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빙성 있고 입증가능한 발전소 데이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하게 그것들을 입증해야 한다. 

나.사유 

(1) KOPEC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안전해석에 있어서 사고의 초기조건은 

사고의 진행과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초기조건의 준수는 안전 

해석의 유효성 및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고 해 

석의 중요한 초기조건중의 하나이며， 인허가 사항으로 규정된 최대 채널 및 

다발 출력은 모든 불확실도를 감안하여 한계치 내에서 준수되어야만 한다. 

또한 사고해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도는 사고해석 결과의 

유효성 및 신뢰성에 매우 중요하며 원자로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 

거가 된다. 그러나 이항은 이미 CANDU 6의 ROP trip setpoint 설정을 위한 

해석에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월성 원자로에의 적용은 적당하지 않다. 

(2) KAERI 

- 1 ，2차 검토분 

1) 국내 중수 원전의 다발 및 채널 출력 계산 방법과 관련한 오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오차 허용도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2) ROP이OP 해석 시 오차 허용도 적정성의 재검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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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해석에 이용되는 발전소 자료의 QA 표준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 

요. 적합하지 않는 경우 QA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이 요구됨 

- 3차검토분 

1) 다발 및 채널 출력제한치의 준수 

원자로의 최대출력 제한치가 제대로 준수되며 운전되고 있는지에 대 

한 문제제기이다. 현재로는 원자로의 다발 및 채널출력이 해석에 의 

해 결정된 운전절차에 따라 원자로를 운전함으로써 운전 제한치 이하 

로 준수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이 운전절차를 수립하는데 사 

용된 해석의 오차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이 오차가 주장되고 

있는 값보다 크게 되는 경우 다발 및 채널 출력오차도 커지게 되어 

현재상태로는 운전 제한치를 넘게 운전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라 

서 이 해석에 대한 오차분석이 재수행 되어 다발 및 채널의 운전 제 

한치가 제대로 준수되며 운전되고 있는지를 밝힘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됨. 

2) 중성자 속 Tilt 상태에서의 운전 

마찬가지로 tilted flux상태로 운전되어 오던 원자로의 trip setpoint 

설 정 의 적 합성 도 simulation ratio의 mvanance하다는 기 본가정 의 정 

당성을 입증함으로써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됨. 만약 이 가정이 틀릴 

경우 이 가정의 수정으로 인해， 즉 simulation ratio가 변함으로 인해 

NOP/ROP 계통의 효과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flux tilt의 정의가 RRS계통에서 정의하는 regional power 

에 의해 정의되는 반면 이를 국부적인 다발 및 채널출력으로 환산할 

때 어떻게 되는 지도 밝혀야 하며 이의 NOP!ROP계통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되어 해당 trip set point설정의 타당성이 입증되 

어야 한다. 

3) 사고해석에서의 품질보증 

모든 사고해석 활동 및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바， 향후 

허가될 모든 인허가에 대해서는 사고해석과 이에 사용된 모든 자료들 

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를 수립하여， 그 적합성에 대해 인허가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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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은 후， 이에 따라 사고해석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3) KEPCO 

A) Compliance with bundle and Channel power limits 

- 현재 AECL이 PP-V 대신 WIMS를 포함한 RFSP-IST를 개발하여 

검증중인데 코드 개발과 검증이 AECL과 캐나다 발전소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서 기술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code는 검증이 완료 된 후 도입할 예정이며 기술독립과 자료수집， 

분석방법 확립을 위해 R&D 수행 (RFSP는 off-line 인데 on-line으로 

계산하여 불확실도를 줄이는 방법 포함) 

B) Operation with flux tilt 

- ROP 트립설정치 유효성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였 

으나 AECL은 조치 완료하였다고 하였음. 

- CNSC의 검토 결과를 보고 추후 검토 예정. 

C) Quality assurance in safety analysis 

안전해석에 사용한 기하학적 자료와 수력학적 자료 등 모든 자료의 

검증이 QA측면에서 필요함에 따라 현재 캐나다에서 진행중임. 

- 결과를 보고 추후 검토예정. 

18. Need for analysis of accidents under low JX)wer and shutdown condition (AA 4) 

가. 배경 

유지보수 또는 연료의 재장전을 위한 원자로 정지 시에는 몇몇 안전 계통 

이 꺼지거나 고립된다. 현재까지는 저출력 시와 원자로정지 기간에 관한 연 

구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 수행된 저출력과 원자로 정지 기간동안에 유발 

가능한 사고에 대한 연구는 보론 희석， 잔열 제거의 상실， 일차측 맹각재의 

상실， 소외 전원의 상실， 그 외 화재와 인재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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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고 있다. 

나.사유 

(1) KOPEC 

저출력 및 정지조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해석수행 필요성 여부는 

먼저 PSA 결과를 보아야 함. 최근에 건설되는 경수로에 대해서는 저출력 및 

정지조건에 대한 PSA가 수행된 예가 있으나 중수로에 대해서는 아직 PSA 

결과가 가용하지 않으므로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KAERI 

- 1 ，2차 검토 

1) 지적된 바와 같이 저출력 및 원자로 정지조건시 유지보수 및 재장전 

을 위해 원자로가 정지될 때 안전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 

고가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 대한 해석이 요구됨 

2) 이 경우 사고위험의 주된 인자는 보론 희석， 원자로 냉각계통의 줄어 

든 재고량으로 인한 잔열제거 능력상실， 일차계통 냉각재 손실， 외부 

전원 상실， 화재 및 인적오류 등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3) 혹은， 저출력 및 정지모드에 맞는 사고전개를 묘사하는 해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 3차 검토 

저출력 또는 원자로정지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사고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원자로 출력이 낮다는 이유로 다중방어의 

갚이나 보호조치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저출력 또는 원자로정지상태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 

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행함이 권고된다. 

(3) KEPCO 

정지기간의 안전계통 보수작업 등은 보증정지 상태에서 노섬 냉각과 

heat sink확보를 고려하여 수행되며 운전원 조작은 상황에 따른 운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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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력과 정지기간 동안의 사고 발생은 안전계통 신뢰도 확보로 대 

처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는 EOP. AOP에 의해 수행 가능함. 

heat sink 상실， 냉각재 상실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건 진행과정과 

평가는 EOP와 SDM에 있고 최종적으로 감속재에서 heat sink 역할 

을함 

- GSI로 고려 할 필요 있음. 

19. Analysis for void reactivity coefficient (AA 9) 

가. 배경 

중수형 원자로는 양의 기포 반응도 계수를 가지므로 대형 LOCA 시에 궤 

환 효과로 인한 노심의 온도 상승이 있게된다. 한편 연료와 연료 채널의 건 

전성 허용 범위 확보에 관한 안전성 분석은 power pulse의 수치 해석에 심 

히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불확실도는 예상치 못한 방사선 누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반응도 계수에 대한 정확도 평가가 요구된다. 

최근의 CANDU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론적 모델과 해석코드의 입증 

에 있어서는 노내 운전조건과 연료 연소도에 대한 상세 실험데이터의 부족 

으로 기포반응도 계산과 관련된 오차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한 안전성 해석에 포함된 불확실도가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자로 조건 

에 대한 이러한 허용의 적절성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CNSC는 사업자들에게 적합한 실험에 근거한 보다 많은 자료 

를 요구했고 이에 Chalk River Lab.의 ZED-2 원자로에서 사업체와 연계된 

실험 프로그램이 착수되었다. 이어서 수행된 새로운 실험들의 결과는 인허가 

코드인 POWDERPUFS-V (PPV)에 사용된 VREA(void reactivity error 

allowance)의 잠정적 값이 적절치 않음을 지적했고， 평균 연료 연소도와 원 

자로의 특정조건에 대한 기포계수의 영향이 낮게 평가되었음이 인식되었다.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해석 결과의 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되 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power pulse 해석에 사용되는 해석 코드와 언허가 절차상의 현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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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물리의 정확도와 입증. 

- 원자로의 각 조건에 대한 데이터와 해석 코드의 입증을 위한 실험 

프로그램의 적절성. 

- 안전 계통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다 정확하고 입증된 방법론 및 

적절한 허용차(allowance)에 의해 수행된 power pulse 계산 결과의 

수용성 

나.사유 

(1) KOPEC 

안전해석 방법 및 전산코드들의 신뢰성이 없으면 이들에 의한 결과도 

유효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원자로의 안전성도 확신하지 못한다. 기포반응 

도는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에서 power pulse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써 

매우 중요한 값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충분한 정확성을 갖고 검증이 된 방 

법 및 tool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원자로의 안전성을 판정하는 중 

요한 수단이다. 

(2) KAERI 

국내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이를 위해 캐나다 AECL-CRL의 ZED-2 실험 자료， 일본 DCA 실험 

자료， 국내 중수 원전의 시운전 자료 등의 입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물리 해석 코드들의 계산결과에 대한 신뢰 

도 확보를 위해 연소도， 냉각수 순도， 감속재 독극물， 감속재 순도， 핵연료온 

도 및 압력관 크립 등에 대한 운전조건의 영향의 검토와 핵자료의 불확실도 

영향， 확산가정의 한계， LOCA 사고 시 노심기포 형태， 국부 중성자흡수봉， 

핵연료 연소도 분포 등과 관련된 불확실도 영향 및 기포 반응도와 관련된 

보다 정확하고 검증된 노물리 해석방법 및 실험에 기초를 둔 허용오차를 이 

용한 대형 LOCA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안전성보고서를 개정함이 바람직함. 

현재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시 얼어나는 power pulse현상을 해석하는데 사용 

되는 노물리 해석코드의 기포반응도 예측 정확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의 

불확실도가 안전 여유도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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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의 노물리 격자해석은 

POWDERPUFS-V (PPV)를 쓰고 있는데 이 코드의 기포반응도 예측이 실험 

자료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이미 밝혀져 있다. 또한 사고 

시 예상되는 운전조건 중 일부인 fresh 상태에 대한 실험자료가 확보되어 있 

다. 따라서 나머지 운전조건에 대한 PPV의 기포반응도 예측 정확도가 규명 

되어야 하는 바， 현재까지는 가정된 불확실도의 보수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법론에 의해 수행된 power pulse 해석에 대한 보수성이 

의문시되고 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사업자와 규제기관 간에 세 

워져， 적합한 기간 내에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캐나다의 

의 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A) 현재 인허가체제하에서 

CNSC 

CANDU I ’ '-
~'--핵연료를 천연우라늄 현재 

원자로물리 있는 쓰이고 power pulse해 석 에 

적절성과 상용원 

해석방법과 전산코드의 정확도 평가 및 검증 

필요한 실험프로그램의 

예상과도상태에 대한 자료의 

검증에 

건
 

조
 

느
」
 

디
커
 

다
。
 

해
 

리
 ” 뀔

 람
 

1
」

자
 

해석코드의 B) 

적절성 ql 
^ 

수행된 해석방법과 허용 불확실도로 검증된 개선되어 정확하게 C) 더 

적합 료L 면에서 확보 대한 안전계통성능 결과에 power pulse해 석 의 

성 

(3) KEPCO 

적 허가 받은 PP-V 코드에서 계산한 기포 반응도 값이 (LOCA 해석) 

수행하 

못하여 AECL이 WIMS로 대체하여 검증중임. 

변경과 월성 2，3&4호기 안전해석을 

는 것을 검토하고 월성 1호기는 추후 FSAR을 재 작성하면 수행 

재 

당치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GSI로 고려 할 필요 있음. 

20 .. 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 root cause analysis (MA 7) 

가. 배경 

프브Lλ4 
>!- ., 사건에 대한 엄격한 원인 규명 있어서 보수에 운전과 유지 발전소의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며 정확한 사 

원자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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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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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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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잠재적인 취약점을 규명하여 

경험을 통한 학습은 발전소의 



건의 근원 규명은 엄격한 원인 분석을 요구한다. 하드웨어의 실패에 대한 근 

원 규명은 잘 정의되어 었으며 인간 오류의 근원규명도 현재 일반적으로 발 

전해 가고 있지만 운영과 구조적 요소에 대한 분석 도구에는 몇몇 제한적인 

측면이 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근원 규명 분석 운영과 구조적인 문제들 

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상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기까지 한다. 

모든 사실과 목격사항이 유용해지고 근원 분석의 입력 자료가 되기 위해서 

는 조직체에서의 면책문화(blame-free culture)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었다. 

나.사유 

(1) KOPEC 

발전소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 또는 사건의 원언을 정확하게 규명 

함으로써 동일한 사고 또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중요하므로 인간공학 

적인 설계관점이나 조직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은 GSI의 항목으로서 적합하 

다고 판단된다. 

(2) KAERI 

운전원이나 조직적 요인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원언은 그 특성상 책임 

문제 등이 수반되므로 좀처럼 제대로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세계적으로 공 

통된 실 정 임 . 물론 “blame free culture"의 정 착이 이 문제 해 결 에 다소 도움 

은 되리라고 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3) KEPCO : 인간공학적 측면에서의 재검토 필요 

- 현재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인적실수 관련 사건 발생 시 HPES 

프로그램에 따라 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관리 및 조 

직의 문제가 인적실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 있음. 

- 월성 2，3，4호기는 이미 시운전기간을 포함하여 수년간 운전되고 있는 

발전소들로서 운전원들이 현재의 Panel배열 및 색상 등에 상당히 익 

숙해져 있는 상태임. 그러나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 

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단계는 필요하다고 

판단됨(기 MM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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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programmes (MA 12) 

가. 배경 

전반적인 유지보수(maintenance) 계획은 발전소 운전 수명동안에 구조물과 

각종 시스템과 부품들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설치된 설비들은 작동요구조건을 만족시켜 

야 하고 필요시 작동해야 하며 설비들의 오작동이나 결함들이 확인되고 시 

기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나.사유 

(1) KOPEC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기능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유지 프로 

그램 유효성을 고려하라는 권고 사항 중 월성 발전소의 일부 기기 또는 계 

통에 대한 선뢰성 확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주기적인 Feeder의 감육현상 감사 시스템 구축 

- MOVs 밸브 류의 신뢰성 확보 문제 등 일부 GSI 항목으로 고려됨. 

(2) KAERI 

GL2, SS7, CS1 참조의견에 동의함 

22. Adequacy of non-destructive inspections and testing(SM 1) 

가. 배경 

이 요건은 원자력산업의 일반적인 것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과적 

인 원자력발전소 관리프로그램 요소로서 장점을 갖는 공학적 요건과 관계가 

있다. 실시간 감사를 통한 원자로 냉각계통의 비파괴검사는 실시간 감시프로 

그램에 의해 수행되며 이것은 감시기간 중 각 장비 및 요소들의 안전운전에 

확증을 주는 기반이다. 효율적인 감시 프로그램과 이의 성취가 필요한데， 현 

재의 기술과 장비들은 기술보고서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믿을만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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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는 발전소 건전성유지를 위한 핵심설비이다. 노외， 시험장소， 증기발생기 

시험장소등의 감시등이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배관부， 관통부， 증기발생 

기 shell 용접부， 배관노즐 등에 대해서는 감시가 제한적이다. 운전중의 비파 

괴검사는 검사기간 사이에 장비와 기기의 안전한 운전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정선된 검사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충족이 필수적이다. 기술 

수준의 향상에 따른 검사방법의 갱신이 이루어져야한다. 

나.사유 

(1) KOPEC 

가동 중 시험 프로그램에 따른 원자로계통의 비파괴검사 수행요건을 기 

술한 것으로 IAEA에서는 비파괴검사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PIP에 따라 발전소 주요 설비에 대한 검사를 수 

행 중에 있으나， 과기처 시행고시 95-1에서는 ASME Omc Code를 준용한 

시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에서는 안전성 관련 주 

요 기기，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성능을 보증을 위해 주기적인 검사에는 동 

의하고 있음. 또한 일부 기기에 대한 시험 안전성을 요구함. 

즉， 유량계나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펌프에 대한 성능 보증을 위한 

시험 및 안전성 관련 펌프에 대한 성능 보증을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됨. 

23. Management of tritium (RP 3) 

가. 배경 

삼중수소의 관리는 중수로에서 일반사항이다. 비록 삼중수소가 다른 노형 

보다 중수로에서 많은 양이 생성되지만 효과적인 제어방법이 개발되었다. 삼 

중수소 제어계측과 이를 다루는데 있어 방어와 작업과정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삼중수소의 방출은 중수로 주변의 공공피폭의 주요인자이다. 그러 

나 그 양은 적으며(대체로 제한치의 1%), 근무자의 피폭량도 제한치의 10% 

이내이다. 또한 발전소 방사성원소 제어계통의 실패로 인한 삼중수소의 잠재 

적 안전문제인 방사선 방호는 매우 성공적이다. 삼중수소의 제어는 격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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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삼중수화된 물 포집 및 건조기를 포함한 제어 수단으로 처리된다. 

나.사유 

(1) KOPEC 

CANDU 원전은 설계 특성상 삼중수소 생성은 필연적일 뿐 아니라 

CANDU 원전의 삼중수소 생성량은 PWR 원전과 비교하여 매우 많음. 삼중 

수소는 그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12.3 년) 방사성붕괴에 의한 감소 효과 

가 매우 낮으므로 환경으로 누출되는 경우 그 제거가 매우 어려움. 또한 동 

일 부지에 복수의 CANDU 원전이 운전되는 경우에는 각 원전의 삼중수소 

생성 및 배출량은 관련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더라도 부지 전체 측면과 방 

사선조사의 ALARA 개념을 고려한다면 각 원전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CANDU 원전의 경우에는 

발생된 삼중수소의 소외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생성된 삼중수소 관 

리를 위한 설비， 혹은 관리 절차의 규정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5.2 기관별 의견 불일치 항목 

기관별 의견 불일치 항목에 대해서는 각 항목에 대한 각 기관별 판단사유에 

대해서만 나타내었다. 각 항목의 배경은 3.4절에 이미 나타나 있다 

1. Classification of components (GL1) 

가.사유 

(1) KOPEC(부적 합) 

이 사항은 발전소 건설당시 각 국의 인허가 기관에 의해서 이미 검증된 

사항의 일부로 오래 전에 건설된 발전소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으 

므로 과거에 건설된 발전소의 기기 등급분류가 현재의 기술기준에 부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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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2) KAERI(적 합) 

1. 최근에 건설된 월성 2, 3, 4호기의 경우 국내 practice로 기술된 내용 

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다만 월성 1호기의 경우 현재의 standards 및 practice에 맞지 않는 

부품이 있는지 주기적안전평가 시 확인이 펼요함. 만약 현재의 기준 

에 맞지 않는 부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대비책 수립 

이 필요함. 

2. lnadequacy of reliability data (GL3) 

가.사유 

(1) KOPEC(부적 합) 

정성적인 판단은 발전소의 운전， 설계경험 등에 의존하나 발전소의 정량 

적인 평가(PSA)를 위해서는 조직적인 기기 신뢰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야 함.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면 발전소 설계， 절차변경， 인허가 요건 

등에 부적절한 결정을 유발하게 됨. 캐나다에서는 special 안전계통에 대하여 

는 신뢰도 자료의 기록이 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각 기관마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따라서 각 국은 이미 이 

러한 선뢰도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수행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GSI로 적합하지 않은 항목으로 판단됨. 

(2)KAERI(유보) 

- 국내 reliability database의 quality 검토 필요.(H!W 및 S!W) 

- 국내 human reliability database 평가방법 및 신뢰성 검토 필요. 

(plant specific effect 및 Korean culture effect 반영 여 부 확인 필요) 

(3) KEPCO(부적합) 

- 안전 및 안전보조계통의 시험결과와 정비이력 등을 주기적(분기)으로 

분석하여 선뢰도 자료로서 database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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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GSI로 고려할 필요 없음 

3. Response of high bum-up fuel under accident condition (RC3) 

가.사유 

(1) KOPEC(부적 합) 

본 안건은 고연소도로 가고 있는 PWR에서 제기되는 안건으로 평균연소 

도가 약 7GWD/l\1TU인 CANDU원자로에서는 lssue가 되지 않음. 

(2) KAERI(유보) 

최근 실험자료에 의하면 설계기준 사고나 반응도삽입 사고 시， 고연소 

핵연료가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깨어질 가능성이 었음을 보이고 

있다. 가압경수로형 핵연료의 파손 에너지와 연소도 간의 관계에 의하면 현 

재까지 허가된 핵연료연소도 한계치의 평가에서 고려되었던 연료파손 개시 

enthalpy보다 더 낮은 값에서 핵연료가 파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중수로 핵연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현재 천연우라늄핵연료 장전 노심의 경우 대형 

LOCA power pulse시 fuel breakup enthalpy에 대한 여유도가 약 30% 정도 

로 충분하게 확보되 었지 만， 만약 이 fuel bre왜up enthalpy 값이 연소도에 따 

라 많이 감소하는 경우， 상기 여유도가 충분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음. 따 

라서 경수로 핵연료이외에 중수로 핵연료에 대한 유사한 실험결과를 찾아 

해석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충분히 보수적인 fuel breakup enthalpy를 설정하 

여 기존의 여유도가 훼손되는 정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Fuel channel and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CI1) 

가 사유 

(1) KOPEC(적합) 

중수로 핵연료채널은 가동 년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압력관의 중수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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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및 취 성 화， rolled-joint cracking, flaws , blister, 처 짐 , 재 료 특성 의 변 화， 

DHC 등 열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도가 지나치면 압력관이나 Calandria 

관 교체를 요구하고 핵연료를 내포하고 있는 노심 내의 일차 냉각계통의 일 

부로서 원자로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항목은 GSI로 적합함. 

(2) KEPCO (유보) 

(가)현황 

- 압력관의 온도 및 방사선조사， 연신율에 의한 변형 

- 운전연수 증가 및 냉각재상실사고(감속재 등)에 의한 압력관의 건전 

성 확보 필요 ; 압력관 설계수명 미입증， 방사선조사， 온도변화에 의 

한 압력관과 부속품의 간섭/접촉 

(나) 조치내용 

- pressure tube 검 사수 행 

scrape sample 수 행 

SLARette 수행 

(다) 향후대책 

압력관의 검사， 가동중검사 계획에 따라 압력관 및 계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추가검사방법 개발 시 적용여부 검토예정 

5. SG tube integrity (CI3) 

가.사유 

(1) KOPEC(적 합) 

증가발생기 세관은 부식 및 열화기구에 의해 건전성을 해치며 파손 시 

일차 계통에서 2차 계통으로 누출이 일어나고 핵연료 냉각 및 방사성 물질 

에 영향을 미쳐 발전소 가동정지를 야기할 수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sludge가 4 - 6 인치 쌓여 있고 파키스탄 Karachi 발전소는 중수가 boiler 

feed water로 누출되었고 sludge가 11인치나 쌓인 것으로 미루어 이 항목은 

GSI로 적합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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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EPCO(부 적 합) 

(가) 현황 

발전소 정지유발 

출력감소 유발 

및 방사선물질 외부누출 

기능저하는 열수송 능력의 감소 

은
 

-
소
 」

브
 

튜
 

증기발생기 

l:!l 
^ 

(나) 조치내용 

@ 증기발생기튜브 비파괴 검사 수행 (ECT) 

- 튜브 두께 감육 및 슬러지 높이 측정 

튜브 비파괴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증기발생기의 

@ 증기발생기 

튜브 비파괴검사 연속수행， 튜브 관막음 

(다) 향후대책 

water lancing 수 행 l:!l 
;’<lancing hole 설 치 

lancing hole 설 치 

1호기 

2호기 

@ 월성 

@ 월성 

6. Accident management measures (SS4) 

가.사유 

(1) KOPEC(부적합) 

τζ 
..J-사고가 설계기준(design basis)을 accident management measures는 

가능하도 제어가 초기상태에서 효율적으로 plant status를 과한다 하더라도 

해주며， product release fission 없이는 accident management measures 프료 
-, 

방지 가 어 떤 low probability scenario 상 제 한 이 나 long-term contamination 

三죠 
n 포함하기 위해서는 GSI에 사항을 이 있으나， 수도 없을 까‘ 

T 도달할 태로 

판단됨. 필요하다고 분석이 경험과 많은 발전소 더 

(2) KAERI( 적 합) 

중대사고 대상이 해석 二l'measures L::-management accident (가) 

운전 절차 

등에서 아르헨티나나 인도 

발전소에서의 운전중인 

다만， 

현재의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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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DBA) 이 기 때 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지시키고 

이용하여 교육시키고 

이해 증진을 위해 

의한 조치 영향을 쉽게 

판단되며， 국내에서도 

는 비상 사태에 대한 운전원 

특히 아르헨티나의 

운전원에 대하여 중대사고 

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고 

있도록 보여줌으로써 

있
 

음
 

있
 

simulator 

이해할 

적극적으 

simulator를 

진행에 대한 

수단에 관리 

적절하다고 

경우 고 , 

까‘ 
T 

로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느
 
O 기

 
안전계통의 

올바른 정보 

있는 DBA 초과 사고에서의 

사고 진행에 

(나) 캐나다에서 검토하고 

확인 (environmental qualification)은 대한 
Z 
T 
u 수단 제공 측면에서 관리 아니라 활용 가능한 사고 

안전계통 기기에 

제공할 뿐 등프 

E크 

(harsh 환경 열악한 대한 기존의 요함. 

대한 기기에 필요 아니라， 새로운 쁘
 ι 

확인 기능 environment)에 서 의 

연구도 필요함. 

절차서 개선이 

공급하기 위한 영구적 

u1 
^ 개선 발전소 (다) 인도의 경우 PSA 결과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예로， 증기발생기로의 o 。

걷i돋r 

기존의 여 

경우에도 설계 

설치하였고， 이 때 조작이 가능한 장치를 

펌프를 이용하였음 

동
 

수
 
’ 원격 이고 

국내의 

결과로부터 발전소 개선 방안이 제안되지만， 건설 

묶여 대부분이 절차서 개선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원전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교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활용한 사고관리 수단 개발에 대한 연구가 

가동 

유있는 화재 방지용 디젤 

대한 PSA 원전에 

일정에 

PSA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필요하다고 판단됨. 

z 

τ
 등
 
더 

(3) KEPCO(부적 합) 

2，3，4호기는 risk selsmlc 수행하였으며 Extemal event PSA를 월성 

analysis, fire risk analysis, flooding risk analysis로 분류되 어 있음. 

1호기는 PSA를 2001년 5월부터 시행 예정임. - 월성 

7. Assurance of ultimate heat sink (S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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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유 

(1) KOPEC(부적 합) 

월성 발전소의 ultimate heat sink는 감속재 계통으로 감속재계통이 

ultimate heat si파‘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장은 사고 후 

Calandria관과 압력관이 접촉하는 부위에서 임계열유속Ccritical heat flux)의 

존재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접촉부위에서의 sub-cooling 정도에 의 

존한다. 감속재의 sub-cooling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고 시 감속재 내 

온도분포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된다. 이것은 SS 10에서 요구되는 것 

과 중복되므로 이 GSI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KEPCO( 적 합) 

(가) 월성 현황 

- 정상 및 정지상태에서 heat sink 증기발생기， 정지냉각계통 

LOCA시 heat sink ECCS, EWS / 중대사고시 차폐냉각계통도 

heat sink 역할 수행 

- ultimate heat sink 감속 재 

- heat sink 상실시 사건 진행과정과 평가는 EOP와 SDM에 있고 최종 

적으로 감속재에서 heat sink 역할을 함. 

(나) GSI로 고려할 필요 있음. 

- 최종 냉각원이 감속재 계통인데 감속재 계통의 건전성 (LOCA 시 

LOMA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개선)이 불확실함 

- 추후 검토가 필요함. 

8. Control room habitability (ES4) 

가 사유 

(1) KOPEC(부적 합) 

main control room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운전원이 머무르며 발전소 

를 운전할 수 없는(inhabitable) 상황이 되면 2차 제어지역 (secondary 

- 153 -



control area)으로 이동하여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통 

들의 운전이 가능하므로 GSI의 항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KEPCO( 적 합) 

(가) 현황 

@ 주제어실에 비상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중대사고로 인해 방사선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었을 경우， 주제어실 근무 요원이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음 

@ 주제어설의 거주성이 상실 될 경우 원자로 제어가 불가능하여 연료 

손상 우려 

(나) 조치내용 

주제어실의 거주성이 상실될 경우 보조제어실(SCA)에서 원자로제어 

가 가능하며 별도의 공기정화계통 및 항온항습기 설치운영 

(다)향후대책 

가. 주제어실 주거성 개선을 위해 비상환기설비 설치 

나. 주제어실 비상환기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성능시험 등이 필요함 

9. Reliable ventilation of control room cabinets (IC5) 

가.사유 

(1) KOPEC(부적합) 

이미 GSI로 언급된 control room habitability(ES4)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GSI의 항목으로서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KEPCO( 적 합) 

(가) 지금까지 HVAC 계통의 오동작(malfunction)으로 인한 제어실 운 

전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장비의 건전성이 훼손된 경우는 없음. 

(나) 주제어실내 운전원이 비상사고 시에도 발전소를 보다 안전하게 제 

어할 수 있도록 방사선 방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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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환기계통 설 

비상환기계통설비 

1989년 국제 원자력기구(OSART) 에서는 주제어실 

비를 설계，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월성 2호기에서는 

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관련 절차서 : 발2-5-719 

(다) 설계변경 사항(주관 부서: 기계부) 

현재 월성 1호기 주제어실 비상환기 설비 추가 설치가 진행중임. 

- 설계변경서(월일01-기계 -7342 

10. Availability and adequacy of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IC7) 

가.사유 

하여야 

필요하다고 

조치를 어떤 

계측설비가 

예측하거나， 또는 

사고상태를 감시하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진행방향을 

(1) KOPEC(적합) 

운전원들에게 사고의 

결정하기 위해서는 

GSI의 항목으로서 

를
 뾰
 

녕
이
 
핸
 

하
 
판
 

(2) KEPCO(부적 합) 

1호기를 비롯하여 신규로 건설한 월성 2/3/4호기의 경우 설계기 

준사고， 대형(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2차 측 증기라인 배관 파단 사 

고 등에 대한 사고분석이 이미 수행되었고 이에 대한 주요 감시 계측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사고 발생 시 원자로를 비상 정지하고 다음 1 

차 측 냉각재 계통， 비상 노심 냉각계통， 비상급수 계통 등 및 원자로 

상태 , 원자로 건물내의 주요 상태를 

설치되어 있어 

있도록 되어있다. 

- 월성 

있는 설비들이 

운전원으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고 조치할 수 

확인할 수 노심 

- 발전소 사고 시를 대비하여 발전소 비정상 운전 절차(AOP)가 상세하 

작성되어 주제어실을 비롯한 주요 위치에 배치되어 

인지가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은 상태임. 

충분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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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ater chemistry control and monitoring equipment (primary and 

secondary) (IC8) 

가.사유 

(1) KOPEC(적 합) 

발전소의 1차 계통과 2차 계통의 용수는 안전은 물론 설비의 부식에 영 

향을 미치므로 GSI의 항목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KEPCO(부적 합) 

- 연속수질감시계통이 이미 설치되어 효과적으로 운영중이며 특히 수질 

이상 시 즉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기에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 

어 있음. 

- 또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검 · 교정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관련 절차서에 

기술되어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12. Establishment and surveillance of setpoints in instruments (IC9) 

가.사유 

(1) KOPEC(부적 합) 

안전계통의 변수에 대한 setpoint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교정주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GSI의 항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KEPCO( 적 합) 

- 월성 2/3/4호기는 운영기술 지침서에 명시된 계측설비 점검 요구사항 

에 따라 매 계획예방정비 시 특별 안전계통 계측기에 대해 주기적인 

채널 교정을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련 절차서도 이미 기 작성되 

어 수행 중에 있음. 그리고 발전소 특별 안전계통 계측기 관리 지침 

(계 0-1-012)절차서가 작성되어 특별 안전계통 계측기에 대한 교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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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제시하고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드리프트의 허용 오차를 제시 

하여 계측기가 운기침이 허용하는 허용오차 및 해석치 범위 내에 있 

는지 판단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계측기의 신뢰성을 평 

필요시 계측기를 교체하고 있음. 다1 

^ 가하고 재교정 

트립 전송기에 대해 

측정하여 제 1정 

비교하여 

저수위 

전압을 

측정값과 

증기발생기 

입력단의 

- 2호기 원자로 제 2정지계통의 

정지용 

증기발생기 저수위 

전산기 

트립 전송기 

1 

τ
 

매주 운전 서는 

직1..;A-l ξ듀 
l!... '-수 o 지계통의 

시 원자로 제 1정지계통에 비해 상대적으 

떨어지는 원자로 제 2정지계통의 Gulton사 전 

1정지계통과 동일하고 

교체 예정임. (AECL 하자사항으로 제공 : 

드리프트 초과유무를 평가하고 있음. 

2호기 계획예방 정비 

로 신뢰성과 안전성이 

- 차기 

。 까‘ -><-1 
TT 냥r 신뢰성이 제 원자로 54개를 -

종
 

송기 

Rosemount 전 송기 로 전 체 

4월 중 인도예정) 

특별 안전계통 설정치， 허용치， 해석치에 관계된 계측기 루프 불확실 

도 재평가는 한전의 요청에 따라 AECL이 계측기 불확실도 guideline, 

1/2원자로 정지계통， 비상노심 냉각계통 및 격납 건물 계통 각각 

대해 계측기 불확실도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고 이들에 대한 1차 

검토 결과가 이미 완료되어 현재 최종안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이 계측가 불확실도 평가 기준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 

에 

먼저 

지침서，설계지침서，관 

계측기 관리 지침에 

운영기술 

절차서 

현행 2호기 조사하고 이를 근거하여 

계측기 01 
^ 교정 채널 특별 안전계통 련 

교 반영하여 계측기 

오차를 최소화하고 운전에 신뢰성을 기하고자 함. 

기록에 교정 반영하고자 함. 그리고 향후 계측기 

정 시 

13. Adequacy of the migration of the secondarγ effects of fire and fire 

protection systems on plant safety (I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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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유 

(1) KOPEC(적 합) 



있 

완 

GSI 항목으 

할수 안전계통에 유해한 상호작용을 

정지상태로 유지하고 사고 후 후유증을 

유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화재방호계통의 작동은 발전소 

화재의 2차 영향이 발전소를 

화시키는 데 필요한 계통의 

로 적합함. 

고 

하론이나 C02등 소화설비가 설치되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음 

(2) KEPCO(부적 합) 

1, 2호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소화설비 통작으로 발전소 안전성에 

월성 

어 

14. Adequacy of scope and methodology of DBA analysis (AA1) 

가.사유 

(1) KOPEC(부적 합) 

2，3，4호기 의 상황이 

범위 및 방법론이 CNSC 권고문서인 

1호기의 경우는 운영허가 발급당시의 안 

그대로 유지함. GSI로의 취급여부는 규제기관의 

주기 적 안전성 평 가(periodic 

월성 다름. 매우 월성 1호기와 

설계기준사고의 

이루어졌으나 월성 

월성 국내의 

2，3，4호기의 경우는 

C-6에 근거하여 

전성분석보고서를 

이나 

7-l 。
ôT 

판단사항 

한가지 것도 review)와 연관시키는 safety 

될 것임. 방안이 

(2) KAERI( 적 합) 

가능한 

선정된다. 현재까지 

경험자들의 

결과에 

님J 드즈。l 

u ’ -’ 위협할 수 있는 

포함하도록 결정론적인 사고해석방법론에서 

수행된 사고해석의 경우 이 선정은 직관적인 방법이나， 사고해석 

계통별 

모
 

안전을 발전소의 설계기준사고는 

시발사건을 

PSA 발전소 부분적인 rr '
二i二L의거， engineering judgement에 

DBA가 일관성이 있고 포괄적인 full scope PSA 

못한 과도상태나 사고가 심각한 방 

되어있다. 이에 대한 조직적인 

선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예상치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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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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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에
 

의거 

사선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해결방안으로는 발전소별 설계자료에 근거한 포괄적인 full scope PSA를 통 

해 각 사고 시 나리 오에 대 한 risk spectrum 또는 frequency spectrum을 근 

거로 설정되는 허용 dosey- 허용방사능누출 제한치에 따라 해당 사고범주의 
DBA를 선정할 것을 권고함. 

15. 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is (AA2(B)) 

가.사유 

(1) KOPEC(부적 합) 

이미 CANDU 6의 ROP trip setpoint 설정을 위한 해석에서 이미 반영되 

었기 때문에 월성 원자로에의 적용은 적당하지 않다. 

(2) KAERI( 적 합) 

Tilted flux상태로 운전되어 오던 원자로의 trip setpoint 설정의 적합성도 

simulation ratio의 mvanance하다는 기 본 가정 의 정 당성 을 입 증함으로써 밝 

혀져야 한다고 판단됨. 만약 이 가정이 틀릴 경우 이 가정의 수정으로 인해， 

즉 simulation ratio가 변함으로 인해 NOP!ROP 계통의 효과성에 얼마나 영 

향을 미치는 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flux ti1t의 정의가 RRS계통에서 정 

의하는 regional power에 의해 정의되는 반면 이를 국부적인 다발 및 채널출 

력으로 어떻게 환산하는지도 밝혀져야 하며， 이의 NOP!ROP계통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되어 해당 trip set point설정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 

다. 

(3) KEPCO( 적 합) 

- ROP 트립설정치 유효성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였으 

나 AECL은 조치 완료하였다고 하였음. 

- CNSC의 검토 결과를 보고 추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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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puter code and plant model validation (AA3) 

가.사유 

(1) KOPEC(부적합) 

안전해석에 사용되는 전산코드 방법론 및 가정 등은 사고별로 또는 해석 

Discipline 별로 Analysis Basis 문서로 기술되어 있음. 안전해석에 사용되는 

발전소 모텔에 대한 입력자료는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생산되고 검증됨. 우 

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안전해석 전산코드는 캐나다 AECL로부터 도입된 것 

으로서 캐나다에서의 추가 검증결과를 추적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KAERI( 적 합) 

사고해석에서 사용된 전산해석코드나 해석모벨 그리고 사용된 입력자료 

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가이다. 현재 사고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코드 

가 실제현상에 부합하는 해석모댈을 갖추고 있으며， 적절히 검증되어있는지， 

그리고 해석에 사용된 제반조건 (예를 들어 LOCA 사고 시 일차냉각계통 

펌프가 겪게 될 입. 출구의 경계조건이나 LOCA blowdown시 겪게 될 

voiding òJl 의한 원자로격자의 반응도 증가율 등)들이 실제보다 적절히 보수 

적으로 가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해석코드 기능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었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해석에 사용된 

code validation program을 작성하여 인허가기관의 검토를 거쳐， 동의를 득 

한 후 이에 따라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모든 전산해석코드 및 해석모텔을 검 

증함이 바람직하며， 사고해석에 사용되는 모든 입력 및 상관식， 경계조건 등 

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일관성으로 마련된 QA절차에 따라 입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KEPCO( 적 합) 

(가) Computer code and plant model validation 

- AECL이 안전해석에 사용된 코드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검증중임-

- 결과를 보고 프로그램 대체를 검토예정 (AA 9 참조) 

(나) PHT pump operation under two-phase flow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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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phase에 서 PHT p/p 특성 과 PHT 계 통 배 관의 stress를 재 분석 

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보완책이 제시되면 반영을 검토 

예정. 

17. PHT pump operation under 2-phase flow conditions(AA3(B)) 

가.사유 

(1) KOPEC (유보) 

PHT 펌프가 심각한 2상 유동조건에서 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성 2호기부터는 자동 PHT 펌프 trip 논리를 설치하였음. 월성 1호기에의 

backfi tting 여부에 대한 검토 요구됨. 

- 보조검토의견 : 

일차냉각계통에서 2상 유동은 냉각계통 배관 건전성에 유해하므로 2상 유동 

하에서 PHT 펌프 거동을 재평가하고 PHT 계통 배관의 피로해석을 다시 수 

행하여 PHT 펌프 및 배관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2) KAERI (적 합) 

AA3과 동일 

(3) KEPCO( 적 합) 

two-phase에서 PHT p/p 특성과 PHT 계통 배관의 stress를 재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보완책이 제시되면 반영을 검토 예정. 

18. Need for severe accidents analysis(AA5) 

가.사유 

(1) KOPEC(부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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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도입된 CANDU 6 는 설계상 핵연료채널 외부에 감속재 및 

차폐냉각재가 존재하고 안전해석에서 특수안전계통(비상노심냉각계통 및 격 

납건물 계통)의 고장경우도 설계기준사고에 포함시켜 분석을 함으로 중대사 

고해석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캐나다에서도 요구하지 않고 있음. 

(2) KAERI( 적 합) 

본 사안은 핵연료 파손시 감속재에 의해 노심이 충분히 냉각될 수 있음 

을 보임으로써 종결될 수 있으며， 수소 거동 냉각채널 변형， 감속재를 통한 

열전달 등의 중요한 현상에 대한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AA1의 사안과 동 

일 선상에서 고려함이 바람직함 

(3) KEPCO(유보) 

월성 1 ，2호기는 중대사고에 기준 및 분석은 없으나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하여 사고관리 계획 수립을 요구하였고 98년 과학기 

술부의 한국표준원전 중대사고 지침서 개발과 관련하여 중수로형 원전에서 

도 중대사고에 대한 기준， 분류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 

됨. 아직까지 중대사고에 대한 개념과 항목이 중수로에서 결정되지 않았음. 

- 추후 범위가 확정되면 검토 필요. 

19. Need for analysis of total loss of AC power(AA6) 

가.사유 

(1) KOPEC(부적 합) 

발전소의 모든 필수 및 비필수 교류전원의 완전상실사고는 보통 station 

blackout으로 불리며 이 사고는 중대사고에 포함됨. 따라서 이 항목은 AA5 

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CNSC에서는 90G02 "Core Cooling in the Absence of Forced Flow"에서 

원자로 냉각재펌프가 상실된 경우 자연순환에 의한 노심잔열제거의 유효성 

을 다루고 있음. RD-14실험결과에 의하면 일부실험에서 예상과 달리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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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각재 재고량 조건에서 핵연료모사체가 가열된 강제순환이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이 

밝혀져 것으로 

상실된 경우에도 노섬 명각이 가능하다는 현재의 

유효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KAERI( 적 합) 

- 1 ，2차 검토의견 

1) station b1ackout시 (발전소 내 부의 비상전원 상실과 동시에 외부전력 

상실) 잔열 제거는 냉각수의 자연대류에 의존하게 되며，자연대류에 

의해 노심의 냉각 성능이 효과적임을 보여야함 

2) 캐나다 AECL의 이상류 RD-14M 시험시설에서의 

입수하여 이의 타당성을 

(증기 및 액체) 자 

3) 

연대류 

되 
p 

실험결과를 

호으 -, "L... 본 사안에 대한 실험적 검증이 

적절한 설계 변경이 고려되어야 함 

안될 

보임이 적절하다고 판단 

r'I 。
'óT 인도의 경우와 같이 

- 3차 검토의견 

발전소 4급 전원 정전과 함께 소내 비상 AC 발전기가 고장난 사고의 

이로 인해 일차 냉각재 펌프가 작동 못하게 되고 노심 냉각을 r'l Ö 
óT , 

자연대류 순환에 의존케 될 때 이 사고는 중대사고로 발전될 

이 었다. 따라서 이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가능성 

특히 현 

사고해석 

는 사실을 

중 자연대류에 의한 노심 냉각부분이 하자가 없이 유효하다 

실험자료를 근거로 밝혀져야 한다. 

(3) KEPCO( 적 합) 

경우도 전체 교류전원 상실 시에는 열대류 월성의 

관련절차서 (운전， 기술되어 있으나 잔열 

않았음. GSI로 고려 할 필요 있음. 

등)에 비상운전 

상세한 분석은 수행되지 

냉각을 수행하도록 

제거 효과에 대한 

20. Ana1ysis for pressure tube fai1ure with consequentia1 10ss of 

moderator(A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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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유 

감속재가 효 

동반하는 압력 

(1) KOPEC(부적 합) 

비상노심냉각계통상실을 동반하는 냉각재상실사고시에 

열제거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비상노심앵각계통상실을 

후에 

현재 

과적인 

관 파단 종단이음관(end fitting)까지 파손되어 감속재가 고갈되는 가상 

사고시나리오는 중대사고에 

사고발생시의 영향을 최 

반영하는 정도일 것임. 재 

이러한 

이러한 

절차서에 

낮음. 시나리오는 발생확률이 

발전소운영자가 할 수 있는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극히 사고 

7 ..1 。
τ시 τ= 포함되며 

소화 또는 

검토사항 

(2) KAERI( 적 합) 

- 1 ，2차 검토의견 

운전중 CANDU 원자로에서 압력관 파손의 결과에 대한 경우이며， 이 

손실에 내.외부의 LOCA, 중수 감속재의 

으며， 인접한 핵연료채널을 포함한 원자로계통， 구조 및 부품에의 

상과 반응도 제어기구， Calandria, 핵연료-Calandria 혹은 원자로건물 

로의 방출에 의한 손상 등과 관련되어 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LOCA를 포함한 대량의 감속재손실(LOM)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사고 모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 

ι‘ -‘-1..... 

이르게 노섬 때 

관찰되었다고 하지만 CNSC는 현재 인허가 받은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감속재의 냉 

로
 

주
 

’ 의해 

원자로에 

OPG에 

이의 " = ~τ= 

부 회로를 설 두 개의 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감속재 냉각회로 내에 

계하여 다중성을 제공하며 감속재 냉각은 소방수로 보충되어야 한다. 

이르게 하는 감속재계통 파손의 경우 감속재를 둘러싸 감속재손실에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
 
’ 할

 
록
 

도
 

- 3차 검토의견 

압력 관 손상에 따른 in -core LOCA와 이 에 따른 감속 노심 내 핵연료 

가정되 

보장되지 않으므로 노심 용 

사고해석에서 현재 7-l 。
'dT 

二도l 二그，..， 1 
。 님 -, 

재 상실사고가 나는 사고시나리오의 

는 ultimate heat sink~ 감속 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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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의 상태까지 사고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고 시나리 

오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21. Analysis for moderator temperature predictions(AA8) 

가.사유 

(1) KOPEC(부적합) 

비상노섬냉각계통상실을 동반하는 냉각재상실사고시에 핵연료채널의 건 

전성은 감속재의 과냉각도가 유지되어 궁극적인 열제거원으로서의 

감당하여 채널 표면의 @γout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 

역할을 

현재 캐나다에서는 CNSC가 감속재 온도를 계산하는 전산코드의 검증을 요 

구하고 있음. 월성 2，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3차원 감속재온도분 

포 계산에 상용코드인 PHOENIX를 사용하였음. 

(2) KAERI( 적 합) 

- 1 ，2차 검토의견 

LOCA 사고 동안 핵연료채널의 건전성은 감속재가 궁극적인 열제거 

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만일 Calandria 관 표면 

에서 드라이아웃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핵연료채널 손상이 일어날 것 

이다. 압력관 건전성이 유지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은 몇 개 

의 전산코드에 의해 수행되며， CNSC는 현재 주어진 엄격한 안전성 

여유도 하에서 감속재 온도예측이 적절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 

다. LOCA시 감속재 과냉각상태가 불충분할 경우 Calandria 표변의 

드라이아웃에 의해 채널파손 가능성이 커진다. 

캐나다에서는 문제시되고 있는 전산코드 검증을 위해 특수 실험장치 

를 건조하여 3차원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캐나다와 국제 협력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3차 검토의견 

LOCA시 압력관의 건전성 유지여부는 감속재의 압력관 냉각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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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었다. 만약 압력관을 싸고있는 Calandria관의 감속재측 냉각능력 

이 임계열속에 의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압력관의 건전성이 보장되 

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여유도 를 확보함이 필수적이다. 실 

제적으로 이 안전여유도는 핵연료채널과 인접한 냉각재의 과냉각도로 

표시되며， 이의 예측의 정확도는 감속재의 국부 압력과 국부 온도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감속재의 탱크 내 국부 온도의 예측정확도는 

바로 압력관의 파손여부에 대한 안전여유도와 직결된다. 따라서 감속 

재 3차원해석의 국부 온도 예측 정확도를 다시 한번 적절하게 검증함 

이 요구된다. 

22. Replacement part design, procurement and assurance of quality(MAl) 

가.사유 

(1) KOPEC(부적합) 

부품 교체 시， 교체될 부품의 인증 및 언증을 위해 사용된 절차는 모두 

nuclear grade QA programme 요구조건에 따라야 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 

가에서 원자력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설치 운전 단계에서 품질에 영향을 주 

는 모든 활동이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된 QA programme에 따라 수행되는지 

에 대해 QA 감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주기적으로 운전검사를 수행하고 있 

으므로 본 lssue는 Generic Safety Issue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2) KAERI( 적 합) 

대부분의 CANDU replacement part 또는 sp따e part는 해외에서 구매 

해야 되므로 원자력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 부품공급사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두어 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또한 필요시 긴급 구매가 가능하도록 간 

소화된 특별구매제도의 도입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경험 및 관습에만 얽 

매 이 지 않는 체 계 적 인 sp따e part 및 replacement part의 구 매 전 략의 수 립 · 

시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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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τ= 뿜
 

기자재 

업체로부터 

다1 

^ 필요한 

(3) KEPCO(적 합) 

운영 시 

품질보증시스템을 

발전소 

원자력 안전성등급 있고， 구매하고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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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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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전 고리원자력 주관 하에 원자력발전처 2001. 12월까지 2000. 11월부터 

일반규격품 정하고 (cornr.nercial grade)적 용” 시 범 발전소로 소를“일반규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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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도출， 일반규격품 

대체사용을 일반규격품 

문제점 

등
 

대한 제도상의 

승인방법 기술검토/평가와 

을 준비중에 있음. 

사용에 대체 

23. Fitness for duty (MA2) 

가.사유 

(1) KOPEC(부적합) 

발전소 각 요원의 의무 사항에 "Fitness for Duty Prograrnr.ne"은 원자력 

결함 없이， 신 물리적으로 rr '

」一τ물질적， 법률적，정신적 대해 어떤 경우에도 

보 

교육， 훈련， 

적절하게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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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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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것으로 0 1- 。
l..t;" ττ 적합하지 Generic Safety Issue로 엄격한 요건으로 사료되어 r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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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됨. 

(2) KAERI( 적 합) 



사실이나 국 것이 。1- 0
1혼""c" 대두되지 종래에는 중요 쟁점으로 

구조조정，민영화 

인력의 

국내의 경우 

내 원자력산업의 인력 감축)등 

따라서 

기업 내부구조조정(특히 

현상이 예견되고 있음. 

보증할 수 있는 

미
 
--

적절 

강구 

부
 
· 경험 

인력의 

。

"1T 의 요언에 의하여 

한 규모의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보를 경험 
。

"1T 

할 필요가 있음. 

(3) KEPCO(부적 합) 

(가)국내원전 

원자력법 정신검진 시행령 제 106조 : 운전원 약물복용 검사 및 

- 산업안전 보건법 제34조 : 근로자 신체검사 

- 원자력법 제97조 : 방사선 종사자 검진 

있음. 면허보수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등으로 체계화된 인력관리는 대부분 적용하고 있음 

GSI로 고려 할 필요가 없음. 

- 자격부여， 채용 및 

- 내부 규정 

특별히 

24. Adequacy of shift staffing(MA3) 

가.사유 

shift 대해 

그 러 나 shift staffing에 

사건에 않은 

(1) KOPEC(부적 합) 

계획된 변경 및 예기치 

구성 되 어 야 한다는 lssue임 . 

직~À-l 
"l.!- L.!., 정상 

적절하게 

발전소의 

대 

있 고 mllllmum shift complement가 각 

하나이기 

/-
T 

staffing이 

한 규제요건이 나라마다 다양할 

Generic '
lssueτr 효E 

'-때문에 중의 conditions license 발전소의 

Safety Issue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2) KAERI( 적 합) 

지식 

우리 나 

있다고 자만할 

암기된 

없으며， 충분한 경험과 침착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운전 경험이 많아 유능한 인력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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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확보하고 

대처하는 이에 경우 발생하였을 못한 일이 

J ‘ 
T 

예측치 

할
 

존
 

의
 

만
 
는
 

에
 

라
 

원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원자력산업의 구조조정， 

민영화 및 기업 내부구조조정(특히 인력 감축)등의 요인에 의하여 유 경험 

인력의 누출이 우려됨. 이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이 필요함. 

(3) KEPCO(부적합) 

(가) 운전원 조직 

- 운기침 및 표준기행(운영-1)에 의거， 운영 

- 최소 2명의 면허소지자를 포함， 각 호기별로 10명의 운전원이 근무함 

으로써 법적 요구조건을 상회하여 운영중임 

(나) GSI로 고려 할 필요가 없음 

25. Control of outage activities to minimize risk(MA4) 

가.사유 

(1) KOPEC(부적합) 

비록 PHWR’ s에서 보수정지 중에 원자로 임계를 유지하기 위해 

Guaranteed Shutdown State(GSS)를 제어하는데 어떤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 

다 할지 라도 technical specifications이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규칙을 운전원 

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요구수준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 

므로 본 lssue는 GSI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KAERI( 적 합) 

현재 신규 CANDU 원전은 PWR Tech. Spec.에 상응하는 Tech. Spec. 

을 작성·운영하고 있으나 월성 1호기의 경우는 아직 종전의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는 등 과도기적 상태에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outage activity의 관 

리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인도에서와 같이 shutdown PSA의 수행 

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을 권고함. 

(3) KEPCO(부적 합) 

(가) 여러 가지 방법 및 절차서를 통해 계획예방정지 기간 중 원자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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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보증정지 상태로 유지한다. 

- 보증정지 기간 중 원자로 안전성 확인 점검표 

- 운용내규 4.2.1 작업허가 및 보호수칙 

- 정비관리 (표준기행 정비 -03) 

상기와 같은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발전소의 비정상 상태를 사전에 방지 

하며， 운전 및 보수 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 

(나) 특별히 GSI로 고려할 필요 없음. 

26. Con:figuration managerrent of mx1ifications and ternp야arγ mx1ifications(MA6) 

가.사유 

(1) KOPEC(부적 합) 

발전소 사업자들은 설계에 대한 update, 최선규제요건， 기술개발 및 운 

전경험 등을 반영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modification을 계속 수행 

하고 있다. 이때， 발전소 변경에 영향을 받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등이 

design bases를 준수하는지， 또한 그것들이 발전소 documents에 정확히 반 

영되었는지에 대해 modifications을 확인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원자력 

법 등에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modifications은 규제기관에 의해 승인 

되어야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므로 GSI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2) KAERI( 적 합) 

permanent modifications의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 

고 판단됨. 그러나 temporary modification의 경우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위 

반하여 작업자들이 편의를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감독기관의 보다 철 

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7. Impact of human factors on the safe operation of nuc1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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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MA8) 

가.사유 

(1) KOPEC(적합)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인 발전소 내에서의 행동， 

인간공학적인 측면이 적절하게 고 훈련， 문서화， 인간기계연계관계에 있어서 

려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는 안전 운전의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GSI 

의 항목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KAERI(적 합) 

MA7 참조 의견에 동의함 

(3) KEPCO(부적 합) 

(가) 국내원전은 K-HPES를 대한 체계적인 

인적요인에 의한 

개발하여 언적실수에 

운전원 재교육을 통해 

철저히 시행중임. (본 

자체 

관리를 시행중이며， 주기적인 

안전성 저해감소를 위한 노력을 

관련이 있음) 

(나) 특별히 GSI로 고려 할 필요 없음. 

28. Effectiveness of quality programrnes(MA9) 

가 사유 

(1) KOPEC(부적합) 

규제기관의 품질보증 관련 규제절차 확립 ql 
^ 

건은 MA-7과 

절차준수로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인 안전성 Issue로 보기 어려움 

(2) KAERI( 적 합) 

MAl 참조 의견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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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EPCO(부적 합)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정비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 및 종 

사자는 품질목표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품질보증계획서에 명시된 품질 

요건에 따라 발전소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 향을 주는 품목에 대한 설계， 구 

매， 제작， 설치， 시험， 운전 및 유지보수 등 발전소 운영분야 제반업무를 수 

행하여 발전소의 안전성과 선뢰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또한 발전설비 운영 및 정비품질 향상을 위하여 발전소 종사자에 대하여 지 

속적으로 품질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품질담당 부서 

는 주기적인 품질보증감사 및 품질감독을 통하여 품질보증체계의 이행상태 

를 확인하여 품질문제의 식별과 이의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29. Strengthening of safety culture in organization(MA14) 

가.사유 

(1) KOPEC(부적 합)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전력회사의 조직에 안전에 관한 문화를 강화 

시키고 확산시키고 또한 자체평가를 위한 기능을 갖는 것은 안전운전에 기 

여하는 바가 크겠지만 전력회사의 경영방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항이지 

GSI의 항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KAERI(유보)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안전문화를 강화하는 노력을 국내외 

적으로 기울이고 있음. 

30. Precautions for header level control (OP3) 

가.사유 

(1) KOPEC(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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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보수기간 중 

통 내 냉각재 수위를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등과 같은 이유로 일차계 

모관까지 내릴 때 주의를 요함. 정지냉각계통이 상실되 

'-'- 경우 일차계통과 격납건물이 개방된 상태에서 핵연료손상이 일어날 까‘ 
T 

있음. 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고 준수되는지 확인하면 될 사항으로 

판단됨. 

(2) KEPCO(부적합) 

(가) 정지기간 중 냉각계통 배수(mid loop level)에 관련된 

절차서 (OM)에 다음의 내용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냉각계통의 수위를 모관까지 배출시 정지냉각계통 상실 

- 증기발생기 정비 시 정지냉각계통 운전절차 

- 냉각계통 부분배수절차 

- 맹각 감압된 상태에서 부분 배수 시 재충수 

(나) 특별히 GSI로 고려할 필요 없음. 

31. Operating experience feedback (OP4) 

가.사유 

(1) KOPEC(적합) 

사항은 운전 

확보를 

적용하라는 권고 사항으로 

안전 성능 발전소 위하여 국내는 투L료르 >= '-一 해외 경험까지도 발전소 

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수행 

현재 월성 바저추의 = '-수 ~ ’ 

중이거나 계획되고 

안전성능 이행 계획서 

-안전성능 지수 개발 

확립 

W- À~ 까、 λ} 느二 
~J..- 'ô 。

았다. 

-발전소 상태를 모사하기 위한 발전소 해석기 개발 등 

32. Hot particle exposure (RP1) 

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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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PEC(부적 합) 

hot particle의 생성， 이동， 피폭 경로 등을 정형화하기는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hot particle에 의한 작업자 방사선 조사 가능성 및 방사선 조사에 의 

한 영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를 일반적인 원전 안전 관련 중요한 

문제로 특별히 구분하여 고려할 펼요는 없다고 판단됨. 이는 원전의 설계，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실제 업무에서 방사선 조사와 관련되는 설계， 작업에 

대한 절차， 확인 및 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서 적절히 통제되고 조절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2) KEPCO(적 합) 

월성의 경우， 현재까지 고방사성 입자에 의한 피폭사례가 없으며 향후 

에도 그 발생빈도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발전소 운전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고방사성 입자(Hot Particle)에 의한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중장기 연구개발과제에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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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기관 의견 요약 

KOPEC KAERI KEPCO 
순번 승t:，F E-E1 

적합 부적합 유보 적합 부적합 유보 적합 부적합 유보 | 

GL1 Classification of components O O 
2 GL2 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structures including aging effects O O O 
3 GL2a 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structures O O O 
4 GL2b Aging of equipment and structures O O O 
5 GL3 Inadeguacy of reliability data O O O 
6 GL4 Need for performance of plant specific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O O 
7 RC1 Inadvertent dilution of precification of poison under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O O O 
8 RC2 Unreliable insertion of rods O O O 
9 RC3 Response of high burnup fuel under accident condition O O 
10 RC4 Fuel cladding corrosion and fretting O O O 
11 CI1 Fuel channel and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O O 
12 CI2 Deterioration of core internals O O O 
13 CI3 SG tube integrity O O 
14 CI4 Bolting degradation or bolting failures in the primary circuit O 
15 CI5 Cast stainless steel cracking O 
16 CI6 Loads not specified in the original design O 
17 C17 Steam and feedwater piping degradation O 
18 CI8 Steam generator internals damage and plate cracking O 
19 PC1 Overpressure protection of the primary circuit and connected systems O 
20 

PC2 Adequacy of the isolation of low pressure systems connected O to the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표3.1. 항목 

l 

i
닝
m
 ’ 



별 기관 의견 요약(계속) 

KOPEC KAERI KEPCO 
순번 항 .2. 

-, 
적합 부적합 유보 적합 부적합 유보 적합 부적합 유보 

21 PC3 Safety, IiQuid relief valve reliability O 
22 PC4 Spring actuated safety valve reliability O 
23 PC5 Water hammer in feedwater lines O 
24 SSl ECC sump screen adeQuacy O 
25 SS2 Problem in ECCS switchover to recirculation O O 
26 SS4 Accident management measures O O O 
27 SS5 Leakage from systems penetrating containment or confinements during an accident O 
28 SS6 Hydrogen control measures during accidents O O 
29 SS7 Reliability of motor-operated and check valves O 

O O 30 SS8 Assurance of ultimate heat sink 

31 SS10 Available of moderator as a heat sink O O 
32 ES1 Reliability of oft-site power supply O O 
33 ES2 Diesel generator reliability O O 
34 ES3 Reliability of emergency DC supplies O O 
35 ES4 Control room habitability O O 
36 ES5 Reliability of instrument air system O O 
37 ES6 Solenoid valve reliability O O 
38 IC1 InadeQuate electrical isolation of safety from non-safety eQuipment O O 
39 IC2 I&C component reliability O O 
40 IC3 Lack of on-line testability of protections systems O O 

표3.1. 항목 

l 

‘‘@ 

l 



요약(계속) 

KOPEC KAERI KEPCO 
순번 항 ..5!. 

--, 
적합 부적합 유보 적합 부적합 유보 적합 부적합 유보 

41 IC4 Reliability and safety basis for digital I&C conversions O O 
42 IC5 Reliable ventilation of control room cabinets O O 
43 IC6 Need for a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O O 
44 IC7 Availability and adeQuacy of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O O 
45 IC8 Water chemistry control and monitoring eQuipment (primary and secondary) O O 
46 IC9 Establishment and surveillance of setpoints in instruments O O 
47 CS1 Containment integrity O O 
48 IH1 Need for systematic fire hazards assessment O 
49 IH2 AdeQuacy of fire prevention and fire barriers O 
50 IH3 AdeQuacy of fire detection and extinQuishing O O 

IH4 AdeQuacy of the migration of the secondary effects of fire 
O O 51 

and fire protection systems on plant safety 

52 IH5 Need for systematic internal flooding assessment including backflow through floor drains O O 
53 IH6 Need for systematic assessment of high energy line break effects O 
54 IH7 Need for assessment of dropping heavy loads O 
55 IH8 Need for assessment of turbine missile hazard O 
56 EH1 Need for systematic assessment of seismic effects O O 
57 EH2 Need for assessment of seismic interaction of structures or eQuipment on safety functions O 
58 EH3 Need for assessment of plant specific natural external conditions O 
59 EH4 Need for assessment of plant specific man induced external events O 
60 AA1 AdeQuacy of scope and methodology of DBA analysis O O 

별 기관 의견 표3.1. 항목 

l 

i‘‘ 
l 



별 기관 의견 요약(계속) 

KOPEC KAERI KEPCO 
순번 항 .2. 

-, 
적합 부적합 유보 적합 부적합 유보 적합 부적합 유보 

AA2 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es O O O 
61 AA2(B) 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is - Operation with flux tilt O O O 

AA3(A) Computer code and plant model validation O O O 
62 

O O AA3(B) PHT pump operation under 2-phase flow conditions O 
63 AA4 Need for analysis of accidents under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O O O 
64 AA5 Need for severe accidents analysis O O O 
65 AA6 Need for analysis od total loss of AC power O O O 
66 AA7 Analysis for pressure tube failure with consequential loss of loss of moderator O O 
67 AA8 Analysis for moderator temperature predictions O O 
68 AA9 Analysis for void reactivity coefficient O O O 
69 MA1 Replacement part design, procurement and assurance of quality O O O 
70 MA2 Fitness for duty O O O 
71 MA3 Adequacy of shift staffing O O O 
72 MA4 Control of outage activities to minimize risk O O O 
73 MA5 Degraded and non-conforming conditions and operability determinations O O O 
74 MA6 Configuration management of modifications and temporary modifications O O 
75 MA7 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 root cause analysis O O O 
76 MA8 Impact of human factors on the saf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O O O 
77 MA9 Effectiveness of quality programmes O O O 
78 MA10 Adequacy of procedures and their use O O 
79 MA11 Adequacy of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O O O 
80 MA12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programmes O O O 

표3.1. 항목 

l 

i
닝
∞
 
l 



요약(계속) 

KOPEC KAERI KEPCO 
순번 등c:，l E--E1 

적합 부적합 유보 적합 부적합 유보 적합 부적합 

81 MA13 Availability of R&D technical and analysis O O 
82 MA14 Strengthening of safety culture in organization O O 
83 OP1 Intentional bypassing of automatic actuation of plant protective features O 
84 OP2 Response to loss of control room annunciators O 
85 OP3 Precautions for header level control O O 
86 OP4 Operating experience feedback O O 
87 SM1 AdeQuacy of non-destructive inspections and testing O 
88 SM2 Removal of components from service during power or shutdown operations for maintenance O 
89 SM3 Use of ice plugs O O 
90 SM4 Pressure injection of compounds to seal leaks O 
91 SM5 Control of temporary installation O O 
92 SM6 Clear identification of components system trains O 
93 SM7 Response to low level eQuipment defects(plant material condition) O 
94 TR1 Assessment of full scope simulator use O O 
95 TR2 Training for severe(beyond design basis) accident management procedures O O 
96 EP1 Need for effective off-site communications during events O O 
97 RP1 Hot particle exposure O O 
98 RP2 Radiation beams from power reactor biological shields O 
99 RP3 Management of Tritium O 
100 FSl Damage to fuel during handling O O 

별 기관 의견 표3.1. 항목 

l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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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중수형 원자로를 설계하였거나 운전 중인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중수형 원자로에 해당하는 일반안전현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1차 년도의 연구에서는 주로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정리하고 검토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운전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다른 설계 

까지 같이 검토하였다. 2차 년도의 연구에서 각 국이 제시한 현안들을 정밀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안전현안을 구성하였다. 검토하는 과정 

에서 l007H 의 항목으로 줄여，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기관들을 선정하여 의 

견을 종합하였다. 검토에 참여한 기관으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 

자력연구소， 한국전력기술(주)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이다. 의견을 정리한 결 

과 일반안전현안으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같이 한 항목이 23개(표4.1)였으며， 

32개 항목(표4.2)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달랐다. 일부 항목들은 한 두 기관 

에서는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기관들은 부적합 내지 유보를 

표시하여， 본 연구에서 이런 항목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였다. 

4.1 국내 CANDU형 원전에 대한 일반안전현안CGSI) 도출 배경 

우리 나라에서 각 기관이 일반안전현안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한 항목들의 내 

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5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관들의 판정에 서로 이견이 있는 항목들을 검토하면 유사한 경향을 보인 

다. 많은 의견들이 주로 지금 단계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부분들을 다루 

고 있으며， 이런 항목들의 고유한 안전성 현안과는 거리가 멀고， 발전소를 

원활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사항들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 각 항목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유한 일반안전현안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들이 많아 보여， 우선 

기관간의 불일치 항목들 중에서 시급한 현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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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항목들 중에서 2개를 포함 

하였다. 그렇게 보면 모두 기관에서 의견일치를 보아 일반안전현안으로 적합 

한 항목으로 판정한 23개와， 일부 기관에서는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적합치 않으리라고 판단한， 서로 의견이 다른 항목들 중에 

서 본 연구팀이 검토하여 2개를 포함하여 전부 25개의 항목들을 검토 대상 

으로 하였다. 

- Categorγ 1: 기기 건전성을 증진시켜야할 분야 

- Category 11: 기준이 모호하여 정립해야할 분야 

- Category 111: 자료의 신뢰도를 증가시켜야할 분야 

Category IV: 해석모델의 개선 분야 

- Category V: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각 그룹들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Category 1: 기기 건전성을 증진시켜야 할 분야 

(1) CI2: Deterioration of core intemals 

중수형 원자로의 Calandria tube는 잠재적으로 설계 수명동안 변형으로 

인 한 LINOiquid poison injection nozzles) 또는 수평 속(f1ux)감지 장치 와 접 

촉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월성 1호기의 경우 핵연료채널의 creep 쳐짐으로 

인한 Calandria관과 액체 독물질 주입기기 노즐의 접촉이 설계수명 말에 도 

달하기 전에 예상되므로 일반안전현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ES2: Diesel generator reliability 

발전소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도 항상 긴급 전원이 필요하며， 특히 소내에 

서 공급하여야 하는 diesel generator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특히 안전계통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항 

목임에는 틀림없지만， 일반안전현안에는 적합치 않다. 오히려 설계 개선 항 

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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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1: Containment integrity 

풀
 

부
 

및 containment 검 사 

채택함이 적절 

및 균열 비금속 liner에 

적이 있고 CANDU-6의 liner 재질의 개선 

있는바 일반안전현안으로 

사용 후 핵연료저장조의 

음이 발견된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고려되고 

1호기 1998년 월성 

도프 -를크 
하다고 사료된다. 

(4) IH3: Adequacy of fire detection and extinguishing 

중요하다. 특히 화 

적절한 감 

고려되어 

매우 

재로 인한 다른 파급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지시스템과 소방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 항목은 이런 

탐지와 소화는 억제하기 위해 빠른 발생을 화재 

측면에서 

바 포함시키기보다는 설계의 개선 측면에서 야 한다. 그러나 일반안전현안에 

라보아야 할 것이다. 

증기와 

에 의해 

열적 층리현상은 

기 시킬 

등
 

(5) CI7: Steam and feed-water piping degradation 

파열，피로，수격현상，진동 

탄소강을 사용하는데 

님 꺼、1 ,'-; 배관은 

손상된다. 배관재료는 

피로에 대해 설계기준치를 

스트레스 H λ1 ,'-;, 二그까‘ 
l:l, 

급수배관의 일반적으로 

야 를
 
그L
 

스
 
이
L
 

쐐
 뺑
 

작
 

초과하는 중대한 

안전관련계통에 영향을 구 :::z- -. ,J..L 시 있으며 파손 거‘ , 
필요가 있다고 채택할 일반안전현안으로 있으므로 /, 해칠 안전을 조물의 

판단된다. 

(6) SS 1: ECC sump screen adequacy 

열적 절연이 깨어지 배관라인과 기기의 

방해하여 

LOCA 상황에서 격납건물 내부의 

야기할 공통원인고장을 열교환기를 게 되면 sump 스크린과 ECCS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안전현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있으므로 까‘ , 
(7) SS7: Reliability of motor-operated and check valves 

야기 상황을 예기치 않은 오작동은 사고시의 전기구동밸브와 체크밸브의 

있으므로 까‘ , 증가시킬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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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I1: Fuel channel and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운전을 하면서 핵연료 채널과 압력관의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은 특별한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계통은 일차냉각계통으로 원자로 안 

전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은 뚜렷한 개선책이 없어 압력관 

의 두께를 수시로 측정하고 두께가 짧어진 경우에 정밀 분석을 통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정도이므로 이런 안전현안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되어야 한다. 

나. Category II: 기준이 모호하여 정 립해야할 분야 

(1) GL2: 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structures including aging effects 

(1-1) GL2a: 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structures 

(1 -2) GL2b: Aging of equipment and structures 

이 항목은 각 국에서 인허가 기관이 요구하여 가동 중 검사를 통해 주기 

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외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 

하게 될 경우에는 상세히 겸토되어야 할 것이다. 

(2) SMl: Adequacy of non-destructive inspections and testing 

비파괴검사 시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된다고 IAEA는 적극 권고하고 있 

으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일반안전현 

안이라기보다는 최신 기술의 접목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다. Category III: 자료의 신뢰도를 증가시켜야할 분야 

(1) AA2: 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es 

사고 해석을 할 때， 사용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하게 CANDU형 원자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모든 

신뢰도 분석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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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고 정확한 자료를 개념으로 GL3(Inadequacy of reliable data)와 같은 

등과 같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석모델의 개선， 방법론의 개선 평가하는 

7.4 
/、있을 수

 
’ 을

 
묶
 

크게 것으로 향상“이라는 개념으로 “안전해석의 신뢰도 

이다. 

(2) SS6: Hydrogen control measures during accidents 

막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수소의 생성은 

억제되어야 한다. 수소의 발생량을 억제하는 방안은 강구되고 있지만， 

억제되어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발생은 수소 가스의 중에 

없다. 특히 

발전소 운전 

수
 

’ 을
 

아직 

억제하는 발생 자체를 그래서 지금은 못했다. 찾지는 수단을 효율적인 가장 

태우거나 처리 벗어나면 범위를 정도 양이 어느 수소의 발생된 수단보다는 

각二까、 
’ ....L-

있다. 따라서 방지하고 사고를 드크 
L.. 이상의 더 선회하여 방향으로 하는 

수소가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더구나 발생된 아주 은
 

9
。

-
-
-
「

농도의 정확한 

까‘ 
T 해칠 건전성을 원자로계통의 전체 기체혼합물은 연소성 의해 생성된 에 

수행되 반드시 정확하게 것은 항상 측정하는 있기 때문에， 수소 발생 정도를 

。L
1:0 적합치 포함시키기에는 일반안전현안에 역시 이 항목 그러나 

다고 보인다. 

어야 한다. 

분야 라. Category IV: 해석모델의 개선 

and power low under accidents of analysis for Need AA4: (1) 

shutdown conditions 

확률론적 특히 필요하다. 반드시 조건에서의 

수행되어야 한다. 

PSA분석은 정지 1:[1 
^ 저출력 

안전성 해석에서는 반드시 

(2) AA9: Analysis for void reactivity coefficient 

LOCA 시에 궤 대형 반응도 계수를 가지므로 기포 양의 

노심의 

중수형 원자로는 

건 채널의 

해석에 

있게된다. 한편 연료와 연료 상승이 

관한 안전성 

도
 

온
 

인한 효과로 

허용 

환 

심 

01 로
 탤

 

수치 

못한 방사선 

분석은 power pulse의 

예상치 불확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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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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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의존하고 

전성 



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보수적인 방법의 사용이 중요하며 반응도 계수에 대 

한 정확도 평가가 요구된다. 

(3) MA7: Human and organizational factors in root cause analysis 

발전소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 또는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 

을 규명하여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특히 이 항목은 인간공학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하여야할 중요한 항목이지만， 일반안전현안에 

포함시키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여 배제되었다. 

(4) EHl: Need for systematic assessment of seismic effects 

지진에 대한 발전소부지 특성과 비교하여 노심손상 빈도 평가와 필요에 

따른 개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인 방법이나 확률론적인 방법의 적 

절한 조합을 사용한 지진입력평가， 지진응답 재계산， 각 지진 Level에서의 

구조물과 기기의 Fragility의 재평가 등과 같은 구조적 평가가 필요하다. 

(5) IHl: Need for systematic fire hazards assessment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화재 방호가 필요하다. 

(6) IH2: Adequacy of fire prevention and fire barriers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방화벽을 설치하여 파급을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설계개선 항목으 

로 보아야 하며， 일반안전현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7) AA3(B): PHT pump operation under 2-phase flow conditions 

흡입압력이 낮고 과도한 기포를 수반한 상태 하에서의 PHT(primary 

heat transport) 펌프의 운전은 상당한 압력 충격과 펌프계통의 과도한 진동 

을 유발하여 PHT 펌프의 건전성에 해로운 영양을 줄 수 가 있다. 따라서 이 

상유동의 조건하에서의 PHT 펌프의 거동에 대한 재평가 및 PHT 계통의 관 

(piping)에 대한 피로도Uatigue)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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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ategorγ V: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 RP3: Management of tritium 

CANDU형 원자로를 운전할 경우에 tritium 발생은 피할 수 없다고 보인 

다. 그렇다면 이 현안의 본질을 보면， 그 자체， 즉 tritium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tritium의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안전에 

관련된 기술이란 주로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발생한 후에 환 

경으로 방출되는 양을 저감하는 기술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경에 방 

출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현안은 매우 중요하기는 하 

지만， 일반안전현안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2) MA12: Effectiveness of maintenance programmes 

CANDU 발전소에 있는 일부 기기 또는 계통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안전 현안으로 

보기는 부적합하다. 많은 노력을 들여 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3) IC4: Reliability and safety basis for digital I&C conversions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I&C 계통을 digital화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도 지 

금 상당히 많은 원자로에서 이런 digital 계통으로 바꾸고 었다. 그러나 이 

역시 설계 개선 측면에서 보아야할 문제이지 일반안전현안 문제라고 보기에 

는 적합치 않다. 

(4) IC6: Need for a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안전 변수표시 계 통(SPDS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의 부족은 

특히 정상운전에서 운전원에 의한 실패율을 증가시키며 중요한 안전 기능에 

대한 저장과 감시의 실패는 노심손상과 다른 보호벽의 손상을 야기한다. 따 

라서 SPDS는 정상운전 빛 과도상태， 사고 상태에서 발전소의 안전상태를 파 

악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므로 고려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189 -



판정한 23개의 현안들과， 기 

선정한 2개의 현안을 포함하여 

항목들이 일반안전현안으로는 

Category 1을 제 외 한 다른 Category 들은 거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나름대로 현안들 

일반안전현안 

적합하다고 

연구에서 

결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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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 감시하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관 자체를 교체해야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운 재질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일 

반안전현안으로 선정하였다. Categoη H에 속한 문제들은 또 다른 현안들이 

다. 앞의 Category 1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규정을 보수 

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체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그러나 원인을 알면서 규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그 근본적인 원 

언을 모르면서 규정을 운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즉， 그 규정의 여유도 

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과 여유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이다. 이번 연구에서 Category II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일반안전현안으로 선 

정된 것은 명백하게 없으나 규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언급을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일반안전현안으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Category 1: 기기 건전성을 증진시켜야할 분야 

- CI2: Deterioration of core intemals 

- CS1: Containment integrity 

- CI7: Steam and feed-water piping degradation 

- SSI: ECC sump screen adequacy 

- SS7: Reliability of motor-operated and check valves 

- CIl: Fuel channel and reactor pressure vessel integrity 

나. Category II: 기준이 모호하여 정 립해야할 분야 

GL2: Qualification of equipment and structures induding aging 

effects 

다. Categorγ III: 자료의 신뢰도를 증가시켜야할 분야 

AA2: 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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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ategory IV: 해석모댈의 개선 분야 

- AA4: Need for ana1ysis of accidents under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 AA3(B): PHT pump operation under 2-phase flow conditions 

특히 이 중에서 일부 항목들은 그 항목이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서 

제외하였던 많은 항목들과 연관이 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Category III 

에 있는 “Adequacy of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es"는 전체적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선정된 것이지， 다른 것은 제쳐두고 

사고 해석에서만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마찬가 

지로 Category 1에 속한 많은 항목들도， 언급된 기기만 국한해서 성능을 개 

선해야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기기에 사용한 재 

료의 부식 상태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원인을 밝혀야 하며， 그에 대 

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압력관과 feeder 

배관의 경우를 언급한 것은 이 시점에 밝혀진 것이 그런 문제라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몰랐던 다른 감육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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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기관별 의견 적합 얼치 항목 

KOPEC KAERI KEPCO 
순번 항 목 부적 E,ax -「{ 부적 

적합 
합 

유보 사 유 적합 유보 사 유 적합 유보 사 유 
합 합 

운전연수 증가에 따라 기기 및 
GL2 각국에서는 인허가기관의 요구 구조물의 운전여유마진 감소 
Oualilication 01 equipment and O 로 이러한 현상올 가동충 검사 O 외국 방법 적용시 검토 필요 O 공급자관(Feeder Pipe)의 싫계 
structures including aging effects 를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값을 초과하는 예측되지 못한 

감육발생 

GL2a 
2 Oualification 01 equipment and O GL요 참조 O GL2 참조 O GL2 참조 

structures 

3 GL2b O GL2 참조 O GL2 참조 O GL2 참조 
Aging of equipment and structures 

월성 1후기의 경우 핵연료채널의 

CI2 O 
크릴 쳐짐으로 인한 칼란드리아 

4 
Oeterioration 01 core internals 

관과 액체 독물질 주입기기 노 O O 쳐짐 코드 개발 충 
줄의 접촉이 설계수명 말에 도 
달하기 전에 예상됨 

CI7 파손 시 안전관련계통에 영향을 

5 Steam and leedwater piping O 주고 작업자나 인근 구조물의 

degradation 안전을 해침 

SS1 운전중인 발전소 및 추후 건설 

6 
ECC sump screen adequacy O 예정인 모든 발전소에 적용되어 

야함 

SS6 수소가스에 의해 생성된 연소성 관련 사고 발생시 원자로 건물 

7 Hydrogen control measures during O 가스 혼합물은 원자로 시스템의 O L.H hydrogen distribution, 
accidents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 concentration 및 Mixing 등에 

대한 분석 및 기술 검토필요 

SS7 동력구동 밸브들의 기능 상실은 

8 Reliability 01 motor-operated and O Core Meltingol 나 다른 중대사고 

check valves 를 유발할 수 있음 

소외전원 상실시 충대사고 방지 
원자력발전소 사고확대 방지톨 

9 
ES2 O 

를 위해 비상 디젤발전기에 의 
O 위해서 비상(여|비)디젤발전기 신 

Oiesel generator reliability 해 안전계통에 안정적인 전원이 

공급되어야 함 
뢰성 제고는 필수사항임 

안전계통의 analog component률 

IC4 digital component로 교체 할 때 에 

10 Reliability and safety basis for O 는 software V&V, CMF, 01 0&0 O SOS#1 POC 교체 예 정 
digital I&C conversions 를 포함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발생 

l 

‘
@
ω
 
l 



(계속) 표4.1. 기관별 의견 적합 얼치 항목 

KEPCO 
부적 

적합| 합!유보 

KAERI 
트~^' 

적합! 화|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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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적합| 합|유보 
목 항

 
순번 

유 사 유 사 <:> 
1T 사 

변수룰 위 현재 입력되지 않은 
해 AI 증설 예정 O 

정상운전 및 과도상태， 사고상태 

하에서의 발전소의 안전상태롤 

파악하는데 중요한 구실울 합 
O 

IC6 
Need for a 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11 

stainless steel liner로의 교체 시 의 
장단점 검토필요，167M 의 local air 
cooler의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지진 대비 설계룰 수행필요. 
pres-stressing 계통에 대한 운전 
충 검 사 (in-service inspec!ion)에 
대해 평가방법론개발 필요 

1998년 월성 1 호기 사용후 핵연 
료저장조의 비금속 liner에 균열 
및 부풀음이 발견 , CANDU6의 In 
liner 재 질 의 개 선 및 containmentl -

겁사롤 강화해야 함 

O 
CS1 

Containment integrity 
12 

안전성율 해치 화재는 발전소의 
는 위헝 요소임 O 

IH1 
Need for systematic fire hazards 
assessment 

13 

IH2 
14 IAdequaCy of fire prevention and 

fire barriers 

1 호기의 경우， 소방설비 및 갑지 

설비의 보강이 필요 O 

O 

O 
IH3 

15 IAdequacy of fire detection and 

extinquishing 

EH1 
Need lor systematic assessment 
01 seismic effects 

l 

i@& 

l 

월성 1 호기의 경우 반영 중임 

Code는 김증이 완료 된 후 도 
입할 예정이며 기술독립과 자 
료수집， 분석방법 확립올 위해 

R&D 수행 
저훌력과 정지기간 동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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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 대처할 수 있으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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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로 인 한 common mode 
failure에 대한 방호가 불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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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지 및 소방능력을 강추 
어야 함 

월성 1 호기에 대한 재평가 후 

upgrade 필요 

사고해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도는 사고해석 1-
결과의 유효성 및 신뢰성에 매!U 

우 중요합 

O 

O 

16 

AA2 

17 !AdeqUaCy 01 plant data used in 

accident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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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로에 대한 저출력 및 정지 

조건에서의 PSA 결과가 가용하10 
지 않음 

AA4 
18 INe~d f.or analysis ol ,accidents 

under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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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V 코드에서 계산한 기포 
반응도 값O!(LOCA 해석) 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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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9 
19 IAnalysis lor void reactivity 

coefficient 
O 

재검토 측면에서의 인간공학적 
필요 

운전원이나 조직적 요인으로 인 

한 사건·사고의 원인은 그 특성 
상 책임 문제 퉁이 수반되므로I(、 
좀처럼 제대로 밝히기가 어려운， -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실정 

발전소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 

또는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 1 r'\ 

동일 사고 또는 사건의 발생을 1 \...1 
방지하는데 중요함 

MA7 
Human and organizational lactors 
in root cause analysis 

O 20 



(계속) 

KOPEC KAERI KEPCO 
순번 항 목 부적 

적합 유보 사 유 
부적 

유보 
부적 

합 
적합 사 유 적합 유보 사 유 

합 합 

MA12 월성 발전소의 일부 기기 또는 
21 Effectiveness 01 maintenance O 계롱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밤안 O GL2, SS7, CS1 참조의견에 O 

programmes 이 고려되어야 합 
동의함 

SM1 IAEA에서 노 비파괴검사。l 최신 

22 Adequacy 01 non-destructive O 기술을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 

inspections and testing 5Ia1 

CANDU원전。| 경우 발생된 삼중 

RP3 
수소의 소외밤출량을 감소시키 

23 O 
는 방법으로， 생성된 삼충수소 

Management 01 Tritium 관리를 위한 설비， 혹은 관리절 
차의 규정 등울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 

표4.1. 기관별 의견 적합 일치 항목 

l 

i@m 

l 



표4.2 기관별 의견 불엘치 항목 

KOPEC KAERI KEPCO 
순번 항 목 !2. Ã; 부적 

적합 
-r-...., 부적 

합 
유보 사 유 적합 유보 사 유 적합 유보 사 유 

합 합 

발전소 건설 당시 검증된 사항 

GL1 
O 

의 일부， 과거의 기기등급분류의 

Classilication 01 components 현 기술기준에의 부합 여부툴 O 월성 1 호기에 대한 대비책 필요 

조사하여 개선 필요 

2 
GL3 O 현재 각 기관에서 DB구축을 위 현재 DB의 quality 및 신뢰성 검 
Inadeguacy 01 reliability data 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O 토가 필요합 O 현재 운영중임 

RC3 고연소도인 PWR에서 제기되는 

3 Response 01 high burnup luel O 안건으로 CANDU에서는 Issue가 O 
중수로 빼연료에 대한 검토가 

under accident condition 되지 않음 
필요합 

Cl1 가동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차 

4 Fuel channel and reactor pressure O 냉각계통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 O 검토가 필요합 
vessel integrity 향을 미칭 

CI3 
SG tube는 부식및 열화기구에 

5 
SG tube integrity O 의해 건전성을 해치며 파손시 2 O 

Lancing hole 설 치 및 water 

차계통으로의 누출이 발생 
lancing 수행 

6 
SS4 

O 
좀 더 많은 발전소 경험과 분석 외국 사례률 분석하여 반영 요 

Accident management measures 이 필요함 O 망될 O PSA 수행 또는 수행 예정 

7 
SS8 O SS10(Availability 01 the moderator 
Assurance 01 ultimate heat sink as a heat sink)과 충복됨 O 

8 
ES4 

O MCRol 불능일 경우 2차제어지 
Control room habitability 역으로 이동하여 운전이 가능 O 주제어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함 

IC5 
9 Reliable ventilation 01 control roorn O ES4와 중복 O 

1 호기 주제어실 비상환기 설비 

cabinets 
추가설치가 진행중 

IC7 사고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주요 

10 Availability and adequacy 01 O 
사고 진행방향의 예측 및 조치 O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의 결정을 위한 계측설비 필요 

감시계촉설비가 싫치 운영중이 

며， 교육울 수행하고 있음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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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관별 의견 불얼치 항목(계속) 

KOPEC KAERI KEPCO 
순번 항 목 부적 부적 부적 

~내 승 gt 
합 

유보 사 유 적합 유보 사 유 적합 유보 사 유 

IC8 
합 합 

Water chemistry control and O 
발전소으I 1 차 및 2차계통의 용 연속 수질감시설비가 설치 운영 

11 수는 안전과 설비의 부식에 영 monitoring equipment (primary and O 충이며， 정기적인 점검 및 검교 

secondary) 향을 미짐 정이 수행중임 

IC9 안전계통。| 변수에 대한 setpoint 

12 Establishment and surveillance of O 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안전 O 전송기 교체 예정， AECL 평가후 

setpoints in instruments 성분석보고서에서 교정주기를 검토결과훌 반영할 예정 

명시하고 있음 

화재방호계통의 작동 E 안전계 

IH4 통에 유해한 상호작용을 할 수 

Adequacy of the migration of the 있고， 화재으I 2차 영향의 발전소 1 ，2호기의 경우 하롤이나 C02 
13 O 를 정지상태로 유지하고 사고 secondary effects 01 lire and lire O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 

protection systems on plant safety 후 후유증을 완화시키는데 필요 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 

한 계통의 유효성을 감소시킬 

--~「 。λH 。그 

AA1 발전소벌 설계자료에 근거한 PSA 

14 Adequacy 01 scope and methodology O 1 호기 와 2，3，4호기 의 상황이 다 O 를 톰해 허용 dose나 허용방사능누 

of DBA analysis 르므로 고려가 필요합 출 제한치에 따라 해당 사고범주의 

DBA를 선정할 것을 권고 

AA2(B) tilted flux상태로 운전되어 오던 

15 Adequacy 01 plant data used in O 
CANDU6의 ROP trip setpoint 설 원 자로의 trip setpoint 설 정 의 적 

accident analysis 
정을 위한 해석에 이미 반영되 O 합성 도 simulation rati。의 O 

CNSC으| 검토 결과톨 보고 추후 

-Qperation with Ilux tilt 
。A“4 드 '"즈 Invanance하다는 기본가정의 정 

검토에정. 

AA3(A) 
당성。| 입증이 요구됩 

사용중인 전산코E 에 대한 캐나 AECLOI 안전해석에 사용된 코드에 
16 Computer code and plant model O 다의 추가 검증결과를 반영함이 O 

일관성으로 마련된 QA절차에 따 

라 입증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O 대해 검증중이며 결과에 따라 프로 

validation 필요합 그램 대체률 검토예정 

AA3(B) 
17 PHT pump operation under 2-phase O 1 호기 PHT 펌표에 대한 재평가 O O 

Ilow conditions 필요 
PHT 펌프 검토 수행충 

AA5 중대사고해석의 필요성이 크지 AA 1(Adequacy of scope and 
18 Need lor severe accidents analysis O 않으며， 캐나다에서도 요구하고 O methodology 01 DBA analysis)고} O 

충수로에 대한 중대사고 개념 

있지 않음 함께 고려되어야 함 
및 항목 설정 후 반영 

AA6 자연대류에 의한 노심냉각이 효 

19 Need lor analysis od total loss 01 O 중대사고로서 AA5와 함께 고려 O 과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O 

월성의 경우 잔열제거 효과에 

AC power 되는 것이 타당합 안될 경우 설계번경도 고려되어 
대한 상세한 분석은 수행되지 

야함 
않았음 

AA7 중대사고로서 발생확률이 낮으 

20 Analysis for pressure tube lailure O 므로，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O with consequential loss 01 loss of 쪽으로 절차서툴 개정하는 것이 
CNSC에서도 현재 적용 고려충 

moderator 바람직함 

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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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열치 항목(계속) 기관별 의견 표4.2 

KEPCO KAERI KOPEC 

적합|렇 l 유보 
트U" 

적합| 화|유보 
프효X 

적합| 화 l 유보 
목 항 순번 

유 사 유 사 -1T 

CNSC가 감속재 온도르르 계산 

하는 전산코드의 검증을 요구하 I r"'\ 

고 있음. 2，3 ，4호기는 상용코드인 I '-' 

PHOENIX를 사용함 

사 

AA8 
Analysis for moderator temperature 
predictions 

감속재 3차원해석 국부온도 예 

측의 정확도에 대한 검증 필요 O 21 

MA1 
Replacement part design, 
procurement and assurance of 
quality 

일 반규격품 대체사용에 대한 인 

증 작업 수행중(고리2호기) 
제도10 및 부품에 대한 구매전략 

수립 필요 O 

원자력법 내부규정에 기적용 

법적 요구조건율 만족하고 있음 

O 

O 

규제기관의 QA감사로 확인 가능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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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A2 
Fitness for duty 

22 

O 

O 
MA3 
Adequacy of shift staffing 

23 

24 

여러 절차훌 통해 발전소의 비정상 

상태률 사전에 방지하며， 운전 및 

보수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발전소훌 

묘댄하게 운전하고 있옴 

월 성 1 호기 의 경 우shutdown PSA 
의 수행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울 권고 

Tech. Spec 이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rules을 운전원에게 제곰함 

MA4 
Control of outage activities t。

minimize risk 

l 

i@@ 

l 
O O O 25 

K-HPES훌 자체 개발하여 인적실 

수에 대한 체계적인 판리훌 시행중 

이며， 주기적인 훈전원 쩨교육올 
통해 인적요인에 의한 안전성 저해 

감소률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중 

발전소 운영분야 제반업무톨 수행하 

여 발전소의 요씬성과 신뢰성 확보 
톨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품질 문 

제의 식벌과 이의 해걸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고 있음 

temporary modification의 감독기 
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 

어 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modification은 규제 기 관에 의 해 1 ,....,. 

승인되어야 하도록 원자력법에 I '-' 
서 요구됨 

O 
MA6 
Configuration management of 
modifications and temporary 
modifications 

26 

O MA7 참조 
심도있는 

기본적인10 
factor에 대한 

안전 운전의 

Human 
검토는 

사항 
O 

MA8 
Impact of human factors on the 
saf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27 

적절한 규모의 유경험 인력의 확 

보를 제도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의 원자력산업의 구조조정， 

민영화 및 기업 내부구조조정 

등의 요인에 의한 유경험 인력의 

누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O MA1 참조 O 
규제 

해결 

규제기관의 품질보증 관련 

절차 확립 및 절차 준수로 

가능 
O 

MA9 
Effectiveness of quality programmes 

28 

노력을 01윌露휠횟렇화하려는 전력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O 
MA14 
Strengthening of safety culture in 
orQamzation 

29 

운전절차서에 기술되어 있옴 O 01절차서가 적절하게 작성되고 준 
l수되는지 확인할 사항임 

OP3 
Precautions for header level control 

30 



기관별 의견 불일치 항목(계속) 

KOPEC KAERI KEPCO 
순번 항 목 부적 부적 부적 

ð:j용 닙} 
합 

유보 사 유 적합 
합 

유보 사 유 적합 유보 사 유 
합 

OP4 
발전소 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운전경험반영체 
31 O 국내는 물론 해외 경험도 적용 O Operating experience feedback 

하라는 권고 사항임 
계는 현재 진행중에 있음 

RP1 
실제 업무에서 방사선 조사와 현재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32 O 관련된 설계， 작업에 대한 절차， O 발전소가 노령화됨에 따라 향후 
Hot particle exposure 

확인 및 감독에 의해 해결 가능 반영 요망 

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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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중수형 원자로에 대한 일반안전현안은 아직까지 명 

확하게 도출된 적이 없었다. 과거에 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일반안전현안은 

195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여 

왔지만， 캐나다가 중심이 되어 개발한 중수형 원자로는 의외로 이 부분을 소 

홀하게 다루어왔다. 그러나 중수형 원자로의 운영 발전소가 증대되었고， 그 

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 번의 중수 누출 

이 있었고， 압력관의 손상 가능성， feeder 배관의 감육 문제가 불거지고 있 

다. 이런 시점에서 비록 늦었지만 중수형 원자로의 일반안전현안을 도출한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의의가 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뿐 아니라 중수형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경험과 또 직접 설계에 참여한 국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하여 

국내에 필요한 일반안전현안을 도출하였다. 초기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현 

안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찾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당면현안 

문제와 얼반안전현안이 혼합되어 나열되어 있으며， 원자로의 설계 특성에 따 

른 다른 현안들도 같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국이 제안한 항목들과 국 

내에서 제기한 항목들을 모두 묶어 검토한 결과 우리 나라의 중수형 원자로 

에 가장 알맞는 일반안전현안들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일반안전현안들은 

주로 우리 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중수형 원자로 

수출국인 캐나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지만， 많은 부분이 국내 기 

숨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출된 일반안전현안들은 설계 부분과 운전 부분의 안전현안으로 구분하여 

도출하고 있으며， 설계 부분의 안전현안들은 캐나다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운전 중 안전현안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도출될 가능 

성이 많다. 본문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캐나다가 당면현안으로 내놓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설계에 관련된 것이거나 규정에 관한 것이 많다. 그러 

나 다른 중수형 원자로 운전 중인 나라에서는 가동 중에 발생되는 현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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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현안 

들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운전을 계속하면서 예상되는 현안들이 상당히 있 

다. 따라서 4기를 운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안전현안들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도출된 현안 

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상하기로는 일부 현안들은 상당히 많 

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경우 본 연구의 결과물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도출된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의 연구진이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수형 원자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상 

의 뒷받침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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