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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I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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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초 울진 4호기가 상업운전에 틀어감으로서 이제 우리 나라도 1671의 

가동원전 보유국이 되었고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44%에 달하여 에너지 

원으로서의 중요도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국내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최 

근 국내외에서 일어난 몇 차례의 크고 작은 원전사고는 일반 대중들의 원천 안 

전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추 

가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전의 운전기간 동안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와 개선을 위해 

유럽 및 일본 동 원자력 선진국들에서는 주기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 명 

가하는 주기적안전성명가(Periodic Safety Review PSR) 제도를 수립하여 실 

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이미 

1994년도에 주기적안전성명가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여 11개의 안전인자 빛 

명가범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범위는 각 국 

가별로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맞도록 적용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소의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주기적안전성명가의 국내 적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안전인자 빛 평가범위를 결정하고 수행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각 국가별로 규제특성에 맞게 주기적안전 

성평가 빛 경년열화 등에 대하여 명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여 실제로 

주기적안전성명가나 인허가 갱신 신청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의 가동연수가 20년이 지나감에 따라 사업 

자를 중심으로 원전 주요 기기의 경년열화 정도를 명가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검토요청이 조만간 규제기관에 접수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서는 사업자가 수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안전명가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장운전을 포함한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명 

가(PSR) 제도의 전체 체계구성과 안전인자 중에서 대표적인 기기의 경년열화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펑가 지침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의 전체 체계를 구성하고 경년열화 안전명가 지침 개발 

을 통하여 명확한 평가범위와 명가기준과 같은 기술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 

자로 하여금 주기척안전성명가 빛 경년열화 명가에 대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처I 

계적인 접근이 가능토록 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명가비용의 절약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IAEA 회원국으로서 원자력 안전협약의 발효( 1996 

년 10월)에 따른 주기적안전성명가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춤으로서 국제사 

회에서 우리 나라의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확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이다. 

11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내용/범위 

본 연구는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의 실시를 위한 규제기관의 평가 

지침 체계를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 

정된 연구내용 빛 범위는 아래와 같다. 

O 국외 주기적안전성명가 수행 빛 규제 현황 분석 

- 미국의 현황 

- IAEA의 현황 

- 영국의 현황 

- 일본의 현황 

- 프랑스의 현황 

- 독일의 현황 

O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 인자 빛 범위 설정 

- 미국， 영국， 일본， IAEA의 기술요건 중심 

- 주기 안전명가시 기술요건 

O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 지침의 체계 

- 펑가 인자 설정 

- 평가 범위 설정 

O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펑가 지침의 구성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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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침의 상세 목차 설정방안 

O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명가 경년열화 지침개발 

본 연구를 통하여 수립된 주기적안전성명가의 명가범위 빚 방법에 대하여 앞으 

로 규제기관과， 사엽자， 학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그 객관성과 합리성 

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국내 발전소 적용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 

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들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워하여 먼저 금년 중 특정원전 

에 시범적용을 거친 후 2002년에 전 가동원전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1999년 12 

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어 있다. 

IV. 연구개발결과 

본 보고서는 1차년도 보고서로서 외국의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의 

규제에 관한 현황의 분석과， 이를 토대로 수립된 명가범위 빛 방법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주기적안전성명가의 주요 인자 중의 하나인 경년열화 펑가와 관련된 

상세 요건 및 지침 체계 동은 2차년도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전 주요국들의 

시행을 위한 법적 빛 규제 근거와 시행 현황 동을 조사， 분석， 비교하여 동 

제도의 국내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본이 되는 IAEA의 주기적 

안전성명가 지침을 상세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안전성 명가 지침을 수립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2.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드의 주요 안전인자별로 외국의 시행 경험과 

IAEA의 지침 배경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에 적합하도록 각각 그 목적， 평가 

범위， 방법 동을 설정하였고， 각 안전인자를 명가하기 위한 명가요소들을 분 

류하여 도출하였다. 

3. 설정된 안전인자와 명가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펑가하기 위한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침 목차의 구성 방법을 3가지 방안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 

다. 지침 목차의 구성 방법은 곧 사업자가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때 평가 조 

직의 구성과 효율적인 준비 및 수행에 직접 영향을 주며 규제기관의 검토 효 

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안틀로 제시하여 보았다. 지 

침 목차의 3가지 구성방안은 공통적으로는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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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의 개념을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고 안전성 확보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면 

서 개별적으로는 서로 다른 외국의 적용사례를 크게 분류하고 국내 원전 운영 

상의 경험을 참조하여 도출하였다. 제 1안은 IAEA의 지침의 틀을 가능한 그대 

로 활용하여 규제지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고， 제 2안은 일본 동의 나라 

에서 적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안전인자 중에서 주요사항만을 모아서 구성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명소 안전활동과 특별안전활동 동의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도 

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제 3안은 국내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의 구성을 가능한 

최대로 살리면서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칩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4. 도출된 각 구성안의 특정 빛 장단점을 분석하여 세 번째 모델인 국내 최종안 

전성평가보고서의 구성을 따르는 안을 바람직한 지침 목차 구성안으로 설정하 

였다. 이에 따라 주요목차에 맞는 상세 목차도 최대한 국내 최종안전성평가보 

고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IAEA의 주기적안전성명가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내용상 포함해야할 명가요소들을 규정하였다. 

5. 안전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경년열화를 중심으로 기술기준의 구성(안)을 간략 

히 구성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대상 범위 빛 방법들은 실 

제 시행을 위한 법제화의 근거가 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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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he Regulatory Guide on the Management of Aging for the 

Operating NPP 

11. Background and Importance of Project 
Over 16 uni ts of nuclear power plants are now being operated in our 

country , as Ulchin Unit 4 initiated its commercial operation early this 

year. Nuc1 ear energy as the maj or energy resources reaches a t 1 eas t 44 

percent of electric power source in Korea. The opinion of most scientist 

on the overview of energy use in 21 century is the increase of nuclear 

energy usage. Series of minor accidents occurred recently in domestic and 

foreign nuclear power plants , however , made people distrustful and 

apprehensive. Therefore, additional measures are required to assure the 

safety and to raise the present level of safety for the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As part of safety activities ,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Europe have adopted Periodic Safety Review(PSR) to maintain and improve 

the safety during the plant life in their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 IAEA , of which our country is a member , is recommending 

implementation of PSR to its member states. PSR is a periodic and 

systematic review of 11 safety i tems for operating NPP according to 

IAEA ’ s definition. Scope of PSR review is described in the safety 

guideline for PSR(SG-OI2) issued in 1994. As most of member states have 

adapted PSR totheir own operating experiences of nuc1 ear power plant 

with some modification , the scope of review of each country differs. 

Therefore , i t is important to determine Korean safety factors , scope of 

review and overall programs for effecti ve appl ication of PSR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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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installations. Therefore ,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PSR it is 

essential to decide appl icable safety factors and scope of review , and to 

set up an overal1 framework which represent the 1 icensing experience of 

Korean NPP and the present situation. ln case of foreign countries 

experienced in safety review of nuclear power plant , they had developed 

their own regulatory systems for PSR or regulatory guidelines for license 

renewal of nuclear plants. 

Recently , series of research projects on aging management have been 

performed voluntarily for the oldest Korean nuclear power plant Kori unit 

1. And , it is decided by Korean Atomic Energy Safety Committee that Kori 

unit 1 should be the model plant for the first tentative application of 

PSR in this year 2000. 

However , there is no regulatory guidelines for reviewing the resul t of 

PSR to be submit ted by utili ty yet. So , It is urgently required to set up 

an over、all framework of PSR regulation and to develop our own guidelines 

for aging management in PSR including License Renewal. Development and 

presentation of defini te scope and cri teria of PSR directed at both 

owners/operators and regulators will reduce trial and errors and enable 

systematic approach to PSR, which thus leads to less national cost. As 

a member state of IAEA, in addition, to establish a legal and regulatory 

system for PSR implementation will serve to reveal our positive attitude 

in acceptance of obligations of the Convention of Nuclear Safety. 

111. Objective and Scope/Contents of Study 
This study is intended to set up a framework of regulatory guideline for 

implementation of PSR to the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The scope and 

contents of work to fulfil the objective are as fol10ws. 

o Status of PSR implementation and regulation in foreign countries. 

- Status of United States 

- Status of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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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of United Kingdom 

- Status of Japan 

- Status of France 

- Status of Germany 

o Status of requirements for PSR of operating NPP 

- Mainly for IAEA , US , United Kingdom , Japan 

- Proposed requirements for Korean PSR 

o Framing of guidelines for PSR of operating NPP 

- Establishment of factor 

- Establishment of scope 

o Options for Structuring of PSR Guidelines 

o Proposed detailed framing of guidelines for PSR of operating NPP 

o Proposed standards on the aging 

The established safety factors and scope of PSR may be revised by future 

discussions or comments between regulators , owners , professors and other 

party on this study. Besides , by the discussion of Korean Nuclear Safety 

Committee , it has already been decided to extend PSR implementation to all 

of the Korean NPP after finishing a model application to a nuclear uni t , 

for catching what to be additionally considered or revised. 

IV. Resu Its of Study 
This is the first final report , and i t includes the analysis of PSR 

regulation status for the operating NPP of foreign countries and thus 

established scope and method of Korean PSR. The detailed requirements of 

aging management ,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 is planned to be 

dealt in the second final report. 

The result of study so far can be summarized as below , 

1.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domestic PSR application is confirmed 

through the investigation , comparison and review of PSR implementation 

and regulation status in foreign countries. And , detai led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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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ine guidel ines of IAEA is performed to establ ish a skeleton of 

desirable safety review guideline for Korean NPP. 

2. Our own objectives , scope and strategy of review for PSR are roughly set 

up from factor by factor analysis of PSR implementation experience in 

foreign countries and background of IAEA guidelines. The essential 

elements of review for each PSR safety factors are classified and 

proposed. 

3. For efficient review of proposed safety factors and elements , three 

di fferent options of framework for PSR guidel ines are proposed and 

compared. This is because the structure of guidel ine may directly 

affect the efficiency of organization for owner I s PSR acti vi ty and 

regulator I S review. The three options are made commonly in 

consideration of IAEA concept of PSR safety guide for operating NPP and 

basic objective to ensure 

classification of application 

domestic operating experience. 

guidel ine simi lar to IAEA guide. 

a safety, and individually from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plus 

The first option is to compose PSR 

The second is to make the contents 

only wi th major topics 1 ike Japan or else. Minor topics in this case 

are guided to be checked at regular inspection or at special safety 

programs. The third one is to set up the PSR guidelines by referring 

the current framework of final safety analysis report(SAR) of Korean 

standard nuclear plant at maximum. 

4. Through analysis of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three optional 

frameworks proposed for Korean PSR guideline , the third one is 

recommended as the best for both owner and regulator. By maintaining 

the current framework of SAR at maximum and , at the same time , 

referring the basic concept of IAEA PSR guide , the detai led contents 

and its review elements are chosen 

5. The standards on the aging was proposed preliminarily for the 

application of aging evaluation in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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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lan for Ap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The scope and method for PSR implementation of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 established in this study can make a basis of legislation for actual 

enforcement , and be used to prepare enforcement ordinance or regulations 

for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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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제 1 장 개 요 

재 I 철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도입 배경 

최근 국내외에서 일어난 몇 차례의 크고 작은 원전 고장과 사고로 인하여 

일반 대중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커가고 있어서 가동원전에 대 

한 안전성 확인 및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방법에 추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 

인 주기적 안전성 점검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전의 운전기간 동안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와 개선을 위해 

유럽 빛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에서는 주기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 평 

가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 PSR) 제도를 수립하여 실 

시하고 있다. [5] 우리 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이미 

1994년도에 주기적안전성명가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여 원자력 시설의 수명기 

간 중에 주기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성 명가의 시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 4] 평가에서는 국내외 운전경험， 원전 운영자의 제반 안전활동， 노후 
화 영향 동 일정기간의 안전명가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하 

고 있으며， 참고로 11개의 주요 펑가대상 안전인자와 수행범위를 제시하여 따 

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범위는 각 국가별로 그 나라 사정에 따라 

맞도록 적용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 인 

주기적안전성명가의 국내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안 

전인자 빛 펑가범위를 결정과 전반적인 수행체제의 구성이 중요하다. 해외에서 

는 각 국가별로 규제특성에 맞게 주기적안전성명가 및 경년열화 등에 대하여 

명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여 실제로 주기적안전성명가나 인허가 갱신 

신청사 활용하고 있다. 

또한， IAEA 회원국으로서 원자력 안전협약의 발효(1996년 10월)에 따른 주기 

적안전성명가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춤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확인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 

다. [4] 

저1 2 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추진방안 

국내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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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 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여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기본방향 

가. 가동원전의 수명기간 동안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국내외 운전경험， 원전 

운영자의 제반 안전활동， 노후화 영향 동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성 평가제도를 도입， 시행 

2. 추진방법 

가. 명가주기 : 해당원전의 운전개시 일을 기준으로 매 10년마다 수행 

나. 추진주체 : 원전운영자가 대상호기에 대한 명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규 

제기관에서 섬사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다. 평가기준 IAEA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침서 (Safety Series No. 50-SG-012) 

에 제시된 11개 안전인자를 기본으로 하고， 세부 명가범위는 원 

전의 운전년수 동에 따라 조정 가능 

라. 대상호기 선정 빛 법채화 

(1) 가동 년수가 20년 이상 경과한 고리 1호기에 대하여는 2000년 중에 명가 

스
 

l 착
 

, 
E = = 

(2) 200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가동된 전체 원전에 대하여 확대 시행 

(3) 기간이 오래된 원전부터 우선 시행 

(4 )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의 법제화는 2000년 내에 완료 

마. 기타사항 

(1) 원자력 법령에 의한 기존 규제요건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안 

전성명가 보고서에 그 수행결과를 요약 

(2) 건설허가， 운영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동일설계 원전의 경우에는 선행 원 

전의 명가와 동시에 추진하고， 평가결과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분하여 

기술 

(3) 주기적안전성펑가 결과는 원전 설계수명 만료 시 계속운전의 허용여부 판단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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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저I 3 철 기술지침 개발의 펠요성 

국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리 I호기의 가동연수가 20년이 지나감에 따라 사 

업자를 중심으로 원전 주요 기기의 경년열화 정도를 명가하는 작업이 진행중이 

며 이에 대한 검토요청이 조만간 규제기관에 접수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 

내에서는 사엽자가 수행한 결과를 명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안전평 

가 지침이 없는 실정으로 연장운전을 포함한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펑가 

(PSR) 제도의 전체 처l계구성과 안전인자 중에서 대표적인 기기의 경년열화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명가 지침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의 전체 체계를 구성하고 경년열화 안전펑 

가 지침 개발을 통하여 명확한 명가범위와 명가기준과 같은 기술요건을 제시하 

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주기적안전성평가 및 경년열화 명가에 대해 시행착오 

를 줄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 

인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지침개발이 필요하며 사업자가 주 

기적안전성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규제기관이 그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 명가 

범위， 제출 문서 등을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원활한 수행을 이행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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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외국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수행현황 

제 I 철 IAEA의 재도현황 

L 깨 요 

국내 여건에 잘 맞는 적절한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원전 선진국들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수행현황을 규제관점에서 비교，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를 위하여， 먼저 동 제도의 실시를 유도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IAEA는 가동 원전의 안전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안전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는 일정 주기의 종합적인 안전명가를 수행하는 PSR 제도의 채용이 가장 효과적인 

방책임을 인식하고， 원전 운영국들에게 적극적인 채용을 권장하면서 동 제도에 

관한 안전지 침으로 1994년도에 IAEA Safety Series No. 50-SG-OI2를 발행하였다. 

발행된 안전지침에서는 주기적안전성명가의 정의， 수행목적， 명가대상 빛 절차 

동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IAEA 주기적안전성펑가 지침 [2] 

가. 주기적안전성명가는 기존에 수행되는 원전의 정기적인 평가와 특별한 펑 

가를 보완하기 위한 관리제도이며 이는 원전의 안전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오 

래된 원전의 안전성을 최신의 원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진시키고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나. 주기적안전성명가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인자는 원전의 실제 물리적 

조건， 안전성 분석， 기기검증， 경년열화 관리， 안전성능，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의 활용， 절차서， 조직 및 행정， 인적인자， 비상계획 빛 환경영향의 117R로 구성 

된다. 

다. 평가범위， 안전기준， 명가에 사용될 방법 및 관행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규제 

자가 합의를 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며 평가범위에는 최소한 상기의 117R 안전 

인자를 포함시 킬 것을 권고한다. 

이들 11개의 안전인자에 대한 주요 명가범위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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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기적안전성명가 안전인자별 명가범위 [2] 

안이전언 자 썩 명 가 범 위 r 、 r‘ :η 、、 ι:ν / 、 S 、 、“‘;써 ιι、한ν 、 、 ι ‘ 、

1. 실제 물리적 O 원전 구조불， 계통 빛 기기의 실제 불리적 상태 파악 빛 
조건 명가 

。 발전소 실제 상태， 예상되는 수명말기 상태와 현행 해석방 

법， 안전기준， 기술지식을 고려한 기존 안전성 분석의 타 
당성 명가 

2. 안전성 분석 - 기존 안전해석기법의 타당성 
- 공통원인사고， 교차결합(Cross-links) 사고 가능성 

- 결정론적 방법을 기본으로 확률론적 방법 병행판장 
。지질， 홍수， 기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 부지특성 펑가 
O 안전관련 장비들에 대한 규정 및 안전기능 수행 가능성， 
검증 이행 실태 평가 빛 품질보증 이행현항 명가 

3. 기기검증 - 수명기간동안 안전기능 수행 보중 증거 제시 및 문서화 
- 경년열화， 변경， 보수， 정비， 고장， 교체， 비정상운전 

조건， 이력 
。원전 안전여유도 유지를 위한 노후화 관리실태 빛 향후 관 

리계획의 적절성 형가 
4. 경년열화 관리 - 구조물 및 기기/계통의 미래 상태 예측 

- 성능저하 시점 예측 빛 감지， 적절한 보수 빛 완화 조치 
- 경년열화 프로그램 빛 안전여유도 유지 계획 

O 원전의 안전성능 빛 운전경혐 기록경향 분석 
- 안전성관련 사건， 안전계통 이용불능도 

5. 안전성능 - 방사선 피폭， 폐기물 발생 및 유출 
- 운전기록， 보수， 시험， 검사， 교체， 변경 기록을 명가 
- 안전성농지표 이용 

6. 운전경험/ 。운전경험 빛 기술개발 결과의 반영 활동 명가 
연구결과 활용 - 반영체계， 현항 빛 성과 동을 검토 

O 원전 운전， 보수， 점검， 시험， 변경 빛 비상대웅 절차의 

적절성 명가 
7. 절차서 - 운전， 보수， 점검， 시험， 작업허가 빛 방사선 방호절차 

변경절차 
- 발전소 설계， 하드웨어의 변경 관리 • 통제 절차 
。조직 빛 행정의 원전 안전운전에 대한 적합성 명가 

8. EEZI q;l<1 동 。씨 갖 。}
- 안전 운전에 대한 적합성 
- 관리， 배치(형상) 조정， 기술 빛 계약 지원， 훈련， 품질 

보증， 기록， 법령준수 등 

9. 인적인자 
。원전 안전운전 관련 각종 인적인자들의 상황 평가 

- 직원구성， 채용， 훈련， 절차서 형태， 인간-기계 연계 등 

10. 비상계획 
。사업자의 비상대비 계획， 인력 빛 시설/장비 확보상태와 

국가차원의 준비， 조정 빛 정기점검 실태 명가 
11. 환경영향 。사업자의 적정 원전환경영향감시 효로그램 확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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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절 미국의 수행현횡 

1. 개 요 

미국은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를 직접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제제도를 채택하여 내용적으로 동 제도에 준 하는 안 

전성 확보제도를 갖추고 있다. 예로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방규제법 

의 운영허가갱신규정 (10CFR54) , 정비규정(10CFR50. 65) , 소급규정 (10CFR50.109)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틀을 통하여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재 

명가하고 있다. 

운영허가갱신규정과 관련하여 규제지침 초안으로 DG-I047과 심사지침 초안으로 

SRP-LR이 있으며， 정비규정과 관련된 수행 빛 규제지침으로는 NUMARC 93-01과 

RG-l.160을 발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소급적용과 관련한 이행지침서로 

NUREG-14097t 있다. 수행현항으로서 PSR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1998년 이 

후 5기의 PWR 원전(Ca1vert C1iffs 1&2 , Oconee 1&2&3) 에 대해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허가갱신 신청을 규제기관이 검토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안 

전성 분석 수행하였다. 

안전성명가 제도와 관련된 규제 법규와 지침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2. 미연방규져l법 

가- 운영허가쟁신규정 (License Renewal Rule) 

(1) 설계수명 이후의 연장기간에 대해 종합적으로 원전을 명가하여 안전운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가동기간의 연장운전을 허가하는 제도로 연방법인 

10CFR54에서 규정 (1995년)하고 있다. [1 0] 

(2) 운영허가 갱신시 제출서류 

。 발전소 일반정보(Genera1 Information) 

。 Exhibit A 기술정보(Technica1 Information) 

。 Exhibit B FSAR 보완본(FSAR Supplement) 

o Exhibi t C 운영기술지침서 (Technical Specifications) 

。 Exhibit D 환경영향명가보고서( 10CFR51 규정준수) 

(3) 운영허가갱신시 주요 명가범위 

。 발전소 종합명가 자료 : 계통， 기기 빚 구조물의 열화영향 명가 

O 현행운영허가근거 변경사항 : 적용규제요건， 변경사항， 행정명령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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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시간 열화평가자료 : 계통， 기기 빛 구조물의 열화관리 방안 

O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보완본 : 열화관리 프로그램/활동 빛 열화평가 요약 

(4 ) 제도의 특성 

O 계통， 기기 및 구조물의 열화관리 측면과 환경영향평가에 초점 

O 장수명 (Long-l i ved) , 수동(Passive) 계통 및 기기의 평가에 국한 

O 능동(Active) 계통 빛 기기는 정비규정 및 가동중시험 규정에 의하여 정비 

및 감시가 가능하며， 또한 필요시 교체가 용이하므로 명가에서 제외 

。 규제요건 소급적용규정 (10CFR50.109) 등을 통하여 주요 안전현안은 기적용 

나. 정 비규정 (Maintenance Rule)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적절한 정비활동이 원전의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판 

단 하에 상업용 원전 사업자에 대한 정비프로그램의 이행을 10CFR50.65에서 규정 

(1991)하고 1996년부터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엽자가 수립 

한 안전성 목표의 달성을 보증하도록 설비의 성능을 감시하는 것인데， 이때 적절 

한 예방정비를 통해 설비의 성능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상기의 감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감시 및 예방정비의 대상범위는 안전관련 설비， 비안전관련 설 

비， EOP에 사용되는 설비， 안전성 관련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설비 그리고 

원자로 정지 혹은 안전관련 계통의 작동을 유발하는 설비 동을 포함한다. 

다. 소급큐정 (Backfitting Rule) 

규제기준의 신설，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이 요구될 때，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대상에 대해 변경 또는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제도로 10CFR50.109에서 규정 

하고 있다. 소급적용시 규제기관이 규제영향 분석을 수행(9개 항목)하며， 허가조 

건을10CFR50.54(f)에서 명시하고 있다. 

3. 안전성 명가 관련지침 

가.운영허가갱신규정 

운영허가갱신용 지침으로는 규제지침 초안(DG-I047 ， 1996년)과 표준 심사지침 

초안(SRP-LR ， 1997년)이 있다. DG-I047에서는 운영허가갱신 신청을 위한 제출자 

료의 표준서식과 내용， 심사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기술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 

며 SRP-LR는 규제기관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 규제정보로의 활용， 명가과정의 이 

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년열화 관리대상의 선정방법， 발전소 종합명가， 제 

한시간 열화해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심사지침 주요 목차는 표 2-2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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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8 ， 19] 

나. 정비규정 

사업자의 정비규정 수행지침서로 NUMARC 93-01 (Rev.2 , 1996.4)과 규제지 

침으로 RG- l. 160(1995. 1)이 발행되어 있다. 여기서， 감시 빛 예방정비를 각 

핵연료 교체주기 내에 최소한 1회 이상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 소급규정 

1990년에 소급적용 이행지침서로서 NUREG-1409 발행하여 10CFR 50.109 , 10CFR 

50. 54( f), 그리고 Manual Chapter 0514에 대한 배경 빛 NRC의 입장을 기술하고 

상기 규제요건들의 조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1 7] 또한 소 

급적용에 대한 규제요원의 훈련과정과 사업자와의 의견교환 과정에서 제기된 질 

의 빛 그 답변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참고로， NRC Manual Chapter 0514에서는 특 

정 발전소의 소급적용에 대한 사업자의 주장이나 청원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라. 인허가성농명가(SALP) 채도 

미국 내의 모든 가동원전에 대하여 약 1년 6개월의 주기로 규제기관이 원전 

운영을 명가하여 동급을 부여함으로서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주기적으로 원전의 안전성능을 명가할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주요 평가 

대상으로는 운전， 보수， 기술지원 빛 발전소 지원 동의 4가지 요소이며 각 요소 

에 대한 명가상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운전 : 운전관련 활동의 관리 빛 수행 

。 보수 : 원전 구조물의 진단， 예방보수， 보수인력 훈련 등의 활동 

。 기술지원 : 원전 기술지원 활동의 적합성 

。 발전소 지원 : 방사선관리， 비상계획， 보안， 화학 및 화재방호 등의 지원 

활동 

최근(2000년 초)에 동제도 및 이와 유사한 감시지정 (Watch List)제도를 폐지 

하고 새로운 제도( RIOP)를 마련할 때까지 당분간 발전소성능평가(PPR) 제도를 시 

행키로 변경하였다. 발전소성능평가(PPR) 제도는 미국 내의 모든 가동원전에 대 

하여 정기적인(6개월)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실제 발전소 성능에 따라 4개의 등급 

으로 나누어 규제 강도를 조절하는 제도로서 성능명가 결과에 따라 규제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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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자로검사 빛 감사 (RIOP) 채도 

최근 20년 동안의 발전소 성능향상을 고려하여 NRC가 최소의 인력과 비용으로 

적시에 객관적이고 안전에 중요한 성능을 멍가하기 위하여 크게 3개 분야(원자로안 

전， 방사선안전， 발전소보호 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성능명가 제도이다. 

4. 안전성명가 수행현황 

1977년 체계적 명가프로그램(SEP)을 107>> 원전에 시행하고， 1984년에는 종합 

안전성명가 프로그램(ISAP)으로 변경하여 41개의 구형 원전에 대해 안전성 평가 

를 시행하였다. (표 2-4 참조) 최근에는 1998년 이후 5기의 PWR 원전에 대한 운 

영허가갱신 신청을 규제기관이 검토 중이거나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초기 신청된 

원전은 다음과 같다. 

。 Calvert Cliffs 원전112호기의 운영허가갱신 신청(1998년 4월) 

(표 2-3 참조) 

。 Oconee 원전112/3호기 운영허가갱신 신청 (1998년 7월) 

표 2-3 미국 운영허가갱신을 위한 심사지침 (SRP-LR)의 목차[19] 

3. 발전소종합평가 
(IPA : AMR) 

3.6 법주 1급 구조물 
3. 7 가압기 
3.8 1E급 전 
4.0 포괄적 : 제한시간 노화해석 
4.1 원자로용기 중성자 취화 
4.2 콘크리트 격납건불 멘돈 초기응력 
4.3 금속 피로 

4. 제한시간 노화해석 (TLAA) I 4.4 전기 기기의 환경검증 
4.5 급속부식 허용치 
4.6 가동중 결함성장 
4.7 가동중 국부적 금속 격납용기 부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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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미국 Cal vert Cli ff 원전의 운영허가갱신 신청보고서 목차( 112) 

Application Cover Letter 

Attachment (1) - General Information, Technical Information, & Technical 
Speci f i ca t i ons 

1.0 General Information 
Appendix A 

Section 1.0 
Section 2.0 
Section 2.0A 

Introduction 
Integrated Plant Assessment (IPA) Methodology 

Response to Request for Additional Information for the IPA 
Methodology 

Section 2.1 Time-Limited Aging Analyses 
Section 3.1 Component Supports 
Section 3.1A Piping Segments that Provide Structural Support 
Section 3.2 Fuel Handling E껴uipnent & Other Heavy Load Handling Cranes 
Section 3.3A Pri~표‘y Containment Structure 
Section 3.3B Turbine Building Structure 
Section 3.3C Intake Structure 
Section 3. 3D Miscellan∞us Tank & Valve 뻐closures 

Section 3.3E Auxiliary Building & Safety-Related Diesel Generator Building 
Structures 

Section 4.1 Reactor Coolant System 
Section 4.2 Reactor Pressure Vessels & Control Element Drive 뼈chanisms/ 

Electrical System 
Section 4.3 

Section 5.1 

Section 5.2 
Section 5.3 

Section 5.4 

Section 5.5 

Section 5.6 

Section 5. 7 
Section 5.8 

Section 5.9 

Reactor Vessel Internals System 

Auxiliary Feedwater System 

Chemical & Volume Control System 
Component C∞1 ing System 

Compressed Air System 

Containment Isolation Group 

Containment Spray System 

Diesel Fuel Oil System 
Emergency Diesel Generator System 

Feedwater System 

Section 5.10 Fir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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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미국 Calvert Cliff 원전의 운영허가갱신 신청보고서 목차(212) 

Application Cover Letter 
Section 5.11A Auxi1 iary Building Heating & Ventilation System 
Section 5.11B Primary Containment Heating & Ventilation System 
Section 5.11C Control Room & Diesel Generator Buildings Heating , 

Ventilating , & Air Conditioning Systems 

Section 5.12 Main Steam , Steam Generator Blowdown , Extraction Steam , & 
Nitrogen & Hydrogen Systems 

Section 5.13 NSSS Sampling System 

Section 5.14 Radiation Monitoring System 
Section 5.15 Safety 1띠ection System 
Section 5.16 Saltwater System 
Section 5.17 Service Water System 
Section 5.18 Spent Fuel P∞1 Coo ling System 
Section 6.1 Cables 
Section 6.2 
Section 6.3 

Electrical Commodities 
잠wironmentally Q，뼈lified Equipment 

Section 6.4 Instrument Lines 

Appendix B UFSAR Supplement 

Appendix C Technical Speci fications 

Attachment (2) - Applicant ’ s 타wironmental Repα‘t 

Summary 
1.0 Introduction 
2.0 Alternatives Including Proposed Action 
3.0 Affected Environment 
4.0 Environmenta1 Consequences & Mitigating Actions 
5.0 Compl iance Status 
6.0 References 
Ap야ndix A NRC National 뻐vironmental Policy Act Issues for License Rene깨al 

。f Nuclear Power Plants 

Appendix B Clean Water Act Sections 316(a) & 316(b) Documentation 

Appendix C Offsite Well Impact Calculations 

Appendix D Special-Status Species Consultations 
Appendix E Cultural Resources Consultation 
Appendix F Severe Accident Mitigation Alternatives 뻐alysis 

Appendix G NRC Transportation Assessments 

Appendix H Approvals & 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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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미국의 안전성명가 수행현황 

능푼 4분‘ ιI 씌f플낯; 주 요‘내 용 

규제기관 |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O 운영허가갱신규정 ( LR: 1 OCFR54 ), 정비듀정 (MR 10CFR50.65) , 규 

규제근거 l 제요건 소급적용규정 (Backfitti멍: 10CFR50. 109) , 인허가성능 종 

합명가(SALP) 

O 운영허가갱신 규제지침 (DG-1047)과 심사지침 (SRP-LR) 
관련지침 | 

O 정비규정 규제지침 (RG- 1. 160) 등 

O 운영허가갱신 규정 

- 명가기술과 방법， 제출자료의 서식 규정 

γ/ 

-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수명， 수동형 기기의 경년열화 

해석， 관리에 초점 

。 규제요건 소급적용 규정 

주요요건 1 - 기준의 개정， 신기술의 적용 필요시 기존 허가사항에 재적용 
。정비규정 

- 주기적인 성능감시 및 효율적 예방보수 

- 원전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류의 전반적 관리 

O 인허가성농 체계적 명가 

- 운전， 보수， 기술， 발전소 지원 둥에 대한 성능명가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통， 구조물， 기기의 안전성 명 

시행범위 j 가 시행명가， 관리 빛 운전， 보수 • 기술 • 발전소 지원 동에 대한 

사항 
시행방법 | 。규제기관이 요건과 지침을 명문화하고 사업자가 준수 

。 1977년 체계적명가 프로그램 (SEP)을 107fl 원전에 시행 

。 1984년 종합 안전성명가 프로그램(ISAP)으로 변경하여 41개의 구 

형 원전에 대해 안전성 명가를 시행 

시행현황 10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1995년 운영허가갱신 제도 채택 
。 1996년 가동원전의 정비규정 적용 

。 1998년 571 의 PWR 원전(Calvert Cliffs 1&2, Oconee 1&2&3) 에 대 

한 운영허가갱신 신청서류를 규제기관이 검토 중 

。유럽식 PSR과 다른 독자적 안전성평가 방식을 운영 

O 병문화된 규제지침과 심사지침 사용 

O 실제로 PSR에 상웅하는 정기적인 안전활동을 수행 

특 정 j 。국내 관습상 미국식 운영방식(규제자: 지침제공， 사업자: 의무이 

행)에 익숙함 

。미국의 운영허가갱신용 지침은 다른 규정을 통해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조치 없이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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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영국의 수행현황 

1. 개 요 

영국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장주기안전성명가(LTSR)를 수행하였으며， 90년 

대에 틀어 10년 주기의 주기적안전성명가(PSR) 제도로 변경하여 수행하였다. 법 

적인 근거로는 원자력시설볍 (Nuclear Installation Act)의 “인허가조건 15 

(License Condition 15)"를 통하여 모든 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명가를 요구하 

면서 정립하였다. 그러고， 원전용 규제지침인 원전 안전성 평가원칙 (Safety 

Assessment Principles for Nuclear Plants , 약 333개 항목)과 일반지침인 원전 

위험도 수용 기준(Tolerability of Risk from NPP)을 기준으로 규제기관과 협의 

하여 사엽자가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행현황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4년까지 

Magnox 원전에 대해 장주기안전성멍가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고 50 

년까지 연장운전 허용. 최근 틀어 AGR과 PWR에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주기적안전 

성명가를 수행하였다. 

2. 원자력시설볍 (Nuclear Instal1ation Act 1965) 

원전 시설물의 인허가관련 사항， 즉， 인허가 발급 빛 인허가조건을 규정하며， 

인허가조건의 이행을 의무사항으로서 명시한다. 원자력시설법의 인허가조건 15조 

에서 규제자가 동의한 범위에 대해 10년 주기로 PSR을 수행하며， 수행조직 빛 품 

질관리 방법， 그러고 명가 완료일과 규제자의 동의 없이는 운전할 수 없음을 명 

시한다. 

3. 원전 안전성 명가원칙 빛 위험도 수용기준 

가. 완전의 안전성 평가원칙 (SAP for NPPs) 

(1) 규제자의 규제평가를 위한 접근절차와 평가자의 기술적 판단을 위한 기준과 

체계를 제공한다. 

(2) 안전성 해석， 사고조건 및 부지에 대한 기본원칙과 내외부 위험， 구조적 건 

전성， 안전계통과 기기 관련 안전성 빛 발전소별 공학적 원칙 그리고 관리계 

통， 건불， 위임사항， 운전한도， 정비/검사/시험， 폐로 빛 사고관리를 내용으 

로 하는 수병(Li fe-Cyc1 e)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3) 안전성 명가원칙의 적용 방법은 참고로 다음과 같다. 

。 안전성 명가는 확률론적 원칙과 공학적 원칙을 함께 사용 

。 구형 원전에 대해서는 주로 공학적 원칙을 적용하고， 위배시는 확률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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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를 통해 그 위혐도를 명가 

。 안전성 명가원칙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중대결함에 대한 사항은 수용하지 

으
 
n 아

 ∞ 

나. 원전의 위험도 수용기준 (Tolerability of Risk from NPP) 

원전의 위혐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O 위험도 빛 위험도의 수용기준 

。 산엽체의 위험도 규제 

。 위혐도 명가의 전반적 원칙 

。 방사선으로부터의 위해(危害) 

。 원자력 시설물에 대한 정상운전에서의 위험도 

。 원자로 사고의 위험도 

4. PSR 수행현황 

설계수명 20-25년인 Magnox, GCR에 대해 LTSR을 수행해 왔으며 최곤에는 PSR 

을 수행하였다. Bradwell , Hinkley Point A, Dungeness A가 40년까지， Calder 

Hall과 Chapelcross는 50년까지 운전을 허용 중이다. PSR 수행보고서는 발전소보 

고서 (Station Specific Document)형태로 요약되어 있으며 40여개 주제에 대해 

주제보고서 (Topic Report)가 각각 별도로 작성된다. 전체 주제보고서는 내부위험 

도， 외부위험도， 운전， 발전소명가， 사고해석의 5가지 분야로 구분 (PSR 수행보 

고서 구성 예 : 표 2-5 참조)하였다. 그리고 1996년 AGR인 Hinkley Point B와 

Hunterston B가 PSR을 수행하여 규제기관(NII )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AGR인 

Heysham과 Torness , 그러고 PWR인 Sizewell B도 운전개시 이후 10년 시점에서 명 

가 할 예정이다. (표 2-6 참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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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영국 PSR 주제보고서의 구성 에 

주홉찌항목 

1. 1 화재 
1. 2 증기， 고온가A 빚 저온가λ 방출 
1. 3 비산물 영향 

1. 내부 위험도 1. 4 낙하하중 빛 인양기기 
1. 5 부분 범람 빛 부식성 유체의 유출 
1. 6 내부 독성 가λ 분무 유출 
1. 7 차량 이송 
2.1 내진명가 
2.2 풍하중 

2. 외부 위험도 
2.3 외부 범람 
2.4 비행체 충격 
2.5 산엽 위험도 
2.6 극한 주변온도 
3.1 운전명가 

3. 운전 3.2 안전관리계통의 명가 
3.3 방사선 방호 빛 탐지 
4.1 핵연료 취급 
4.2 노심계통 
4.3 제어봉 계통 
4.4 다중 정지계통 
4.5 가A 차단 
4.6 노심 지지 
4. 7 노심 구속 
4.8 안내관 
4.9 보일러 
4.10 가λ 순환기 

4. 발전소 4.11 선웅력 콘크리트 합력용기 
4.12 선웅력 콘크리 E 압력용기 관통부 빛 덧판 
4.13 압력용기 단열채 
4.14 1차 냉각계통 
4.15 2차 냉각계통 
4.16 냉각수 계통 
4.17 원자로 안전회로 
4.18 제어 빛 계측 
4.19 방사성폐기물 취급 
4.20 증기배관 
4.21 전원공급 
5. 1 확률론적인 안전성명가 
5.2 과도해석 

5. 사고해석 5.3 방사선 영향평가 
5.4 정지냉각 건전성 
5.5 결절론점 안전성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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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규제기관 

규제근거 

관련지침 

주요요건 

시행범위 

시행방법 

시행현황 

표 2-6 영국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수행현황 

;준 요 내용 

O 보건안전부(HSE)의 원자력시설검사단(NII ) 

。원자력시설법령 (Nuc1ear Installation Act) 

- 인허가 조건(License Condition) 15외 14. 22 

。원전의 위험도 수용기준. HSE. 1992 (포괄지침) 
。원전안전평가 원칙. HSE. 1992 (신규원전 규제원칙) 

。 안전성 해석， 사고조건 및 부지에 대한 기본원칙과 내외부 위험， 

구조적 건전성， 안전계통과 기기관련 안전성 및 발전소별 공학적 
원칙 그러고 관리계통， 건물， 위임사항， 운전한도， 정비/검사/시 
혐， 폐로 및 사고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명(Li fe-Cycle) 요건을 

규정 
oSAP의 원전의 위험도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 위험도 빛 위험도의 수용기준 
산업체의 위험도 규제 
위험도 명가의 전반적 원칙 

- 방사선으로부터의 위해(危害) 
원자력 시설물에 대한 정상운전에서의 위혐도 

o IAEA지침의 안전인자 중 1항-7항에 대한 명가수행 

O 안전해석 (2항)은 결정론적 방법 빛 확률론적 방법으로 동시수행 
。 나머지 인자는 기타 안전명가 활동에서 수행 

。 LTSR의 경우， 사업자를 중심으로 건전성/재료명가 분야를 동은 
전문기관 참여 수행 

O 사업자별로 차이는 있으며 자체적으로 수행 또는 전문기관을 활 
용하여 기술명가 수행. PSR 보고서 인허가과정은 규제자와 협의 

O 규제기관은 PSR 수행결과를 검토하여 공개보고서로 작성 

。설계수명 20-25년인 원전에 대해 LTSR을 수행한 바 있으며 1994 

년에 Wy1fa 원전까지 모든 GCR(207l)에 대해 수행완료 
O 이후 Bradwe11. Hink1ey Point A. Dungeness A가 PSR을 완료하여 

40년까지. Ca1 der Ha11과 Chapelcross는 50년까지 연장운전 허용 

。 1996년 AGR인 Hink1ey Point B와 Hunterston B가 PSR을 수행하어 

규제기관(NII )의 심사완료 
。 AGR인 Heysham과 Torness. 그리고 PWR인 Sizewell B도 운전개시 

이후 10년 시점에서 명가 예정 

。규제기관은 기본원칙만 설정. 
O 사업자가 규제지침 빛 기준을 자발적 작성 후 승인 받음 

특 징 I 0 장기간(장주기 안전성 명가로부터 약 20년 이상) 실시로 정착 
O 사엽자가 수행해야할 사항과 문서의 양이 비교적 많음 
O 국내 관행과 달라 실시 초기에 다소 어려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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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 철 얼본의 수행현황 

1. 개 요 

가동원전의 노후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PSR을 수 

행하고 이 결과를 검토， 명가하는 안전보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핵불질과 핵 

연료 재료 빛 원자로 규제법 “전기사업법”에서 따라 원전의 노후화 문제를 대 

처하고 있으며 PSR 자체는 통상산업성의 권고(규제조치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 

따라 수행한다. 규제지침은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산업성의 

권고에 따라 수행된 내용을 전문가 자문그룹이 검토하여 명가토록 되어있다. 현 

재 7기 원전의 PSR을 완료하였고， 671의 원전에 대해 PSR 결과에 대한 컴토를 수 

행 중， PSR 수행은 운전경혐의 광범위한 명가， 최신 기술의 반영 빛 확률론적 안 

전성 멍가 (PSA) 분야에 대해 비교적 간단히 수행하였다. (표 2-7 빛 2-8 참조) 

2. 핵물질， 핵연료 재료 빛 원자로 규채법과 전기사엽법 

가. 핵물질， 핵연료 재료 빛 원자로 규제법 

일본 원자력 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법으로서 원자력기본법을 기반으로 하여 

핵연료주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시설의 허가， 연구용 원자로내 핵연료 사용 허 

가， 원자력 시설별 규제의 주요 책임부서 등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하며 약칭 로 

규제법으로불린다. 

나. 전기사업법 

원자력과 관련된 법 중의 일부로서 전력사업 및 사업자의 범위， 책임， 허가， 

사업기준 동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3. 통상산업성의 설시 권고 

가. 주요내용 

운전중인 원전의 안전도 및 신뢰도 유지， 향상 위한 사업자의 자체 예방보수 

활동으로 다음 사항들을 명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통상산엽성 장관이 요구하 

고 있다. 

。 원전 운전경혐의 포괄적 평가 

。 최신 기술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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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원전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나. 기타 안천명가 활동 빚 규채사항 

(1) 신규 원전의 설계， 시공 빛 운영허가 

。 원자로 설치 허가 

O 상세설계 빛 건설방법의 승인 

O 사용전 검사 

。 운영기술지침서의 승인 

。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2) 수병관리 (PLIM) 

- 효율적 운전 빛 보수관리 프로그램 수행 중 

안전에 중요하거나 교체가 곤란한 장수명 기기를 대상 

- 설계자료(공급자) 빛 운전자료(사엽자) 등을 제공받아 정부가 주요기기 명 

가를 주도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년열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상세검토 수 

행 

4. PSR 수행현황 

1994년부터 3개 원전， 1995년부터 4개 원전의 PSR을 수행하여 평가를 이미 완 

료하였고， 최근에는 6개 원전의 PSR 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 중이다. 앞으로도 

매년 4-5개 발전소의 PSR 수행결과에 대해 통상산업성 (MITI)이 검토할 예정이 

다. [1 4] 주요 명가 항목으로는 운전경혐의 포괄적 명가， 최신 기술의 반영， 확률 

론적 안전성 평가의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명가하며， 경년열화에 대해서는 별도 

로 수명연장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25;26 , 27] 일본의 주기적안전성명가는 명가 

보고서 빛 규제기관의 검토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내용의 참조가 

가능하며， 표 2-7에서 보듯이 전체 구성이 상대적으로 간결하다. [1 5, 22 , 23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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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일본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보고서 목차 예 [6] 

) 찢f ‘싹;찌 
1. 개요 

2. 발전소 소개 

~←「π 、
절 R 

〈 δ

2.1 건설 빛 운전 과정 

2.2 주요 설비 설명 

2.3 관리 조직 

3.1 운전이력의 기록 

3.2 운전관리 

3.3 보수관리 

j%펙i 

3.4 핵연료 관리 
3. 원전 운전경혐의 포괄적 명가 | 

3.5 방사선 관리 

4. 최신 전문적 기술의 반영 

5. 확률론적 안전성명가 

6 요약 

3.6 방사성 물질 관리 

3. 7 발전소 비상계획 

3.8 경험활용 : 능력 확보 및 이행 사항 

4.1 발전소 전반 

4.2 원자로 빛 핵연료 

4.3 원자로 냉각재 계통 

4.4 공학적 안전계통 

4.5 원자로보조계통 

4.6 계측 빛 제어 계통 

4. 7 전원 계통 

4.8 방사성물질 처리시설 

4.9 방사선관리 시설 

4.10 발전소 보조사설 

5.1 개요 

5.2 발전소 구성 빛 특징 

5.3 확률론적 안전성 명 가방법 

5.4 확률론적 안전성명가 결과 

5.5 민감도 해석 

5.6 확률론적 안전성명가 결과의 요약 

6. 1 운전경혐의 포괄적 명가 

6.2 최신 전문적 기술의 반영 

6.3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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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일본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수행현황 

맏5구U ;ι 시 솔;찮‘:;1.;.>> 용 ;r찌 
1 규제기관 1 0 통상산업성 (MITI )의 자원에너지청 

규제근거 

관련지침 

주요요건 

시행범위 

시행방법 

시행현항 

| 。핵물질과 핵연료 재료 및 원자로 규제법 
O 전기사엽법 

。통상산업성의 실시 권고 (정기안전형가 요점만 기술) 

。 개요， 실시내용， 결과보고 동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 
。 “운전경험의 광범위한 명가” 분야 

- 발전소 안전성， 신뢰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수행업무의 적합성 

수행된 개선책의 적합성 

O “최신기술 반영” 분야 

- PWR 안전과 관련된 주요 기술정보의 적절한 고려 여부 

O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PSA) 

。 IAEA의 11개 안전인자 중 2, 4, 6항에 대하여 중점 평가 수행 

。나머지 인자는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등에서 수행 

。안전해석 (2항)은 결정론적 방법만 수행하다 확률론적방법과 병행 
。 PSR 수행 결과물은 통상산업성이 섬사하고， 추가로 발전소 경년 

열화 관리를 연구하여 해당 발전소에 적합한 안전규제 정책 발표 

。사업자(예:동경전력)의 경우， 엽무를 나누어 자회사 또는 전문업 

체가수행 
。 3개 발전소에 대한 PSR 수행 빛 MITI 검토완료(1994년부터 시작) 

- 일본 원자력발전(주) 쓰루가 발전소 1호기 (BWR ， 26년 운전) 

- 관서전력(주) 미하마 발전소 1호기 (PWR ， 25년 운전) 

- 동경전력(주) 후쿠시마 제일 발전소 1호기 (BWR ， 21 년 운전) 

。 4개 발전소에 대한 PSR 수행 빛 MITI 검토완료(1995년부터 시작) 

- 관서전력(주) 미하마 발전소 2호기 (PWR ， 23년 운전) 

- 중국전력(주) 시마네 발전소 1호기 (BWR ， 21 년 운전) 

- 동경전력(주) 후쿠시마 제일 발전소 2호기 (BWR ， 21 년 운전) 

- 구주전력(주) 겐가이 발전소 1호기 (PWR ， 20년 운전) 

O 동경전력(주) 후쿠시마 제일 발전소 3호기， 관서전력(주) 다카하 

마 발전소 1호기의 2기는 PSR 수행결과를 MlTI에 제출한 상태임 
O 특정지침이 없이 사업자 자발적 작성 

。 PSR에서는 주요 항목 위주로 시행 

특 정 10 경년열화와 관련해서는 수명연장과 연계하여 검토 
。사엽자 선호(명가보고서의 양이 적어 보임) 

O 원전운영상 안전활동을 국내와 동일하게 가정하는 것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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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 철 프랑스의 수행현황 

1. 개 요 

프랑스는 1987년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핵시설안전부(DSIN) 가 가장 오래된 

6기의 CPO 시리즈 900MWe 원자로의 안전성을 재명가하도록 프랑스전력공사(EDF) 

에게 요구하면서 시작하였다. 1963년 발효된 프랑스 기본 원자력시설관련 법령을 

1990년 산업성 장관 빚 환경성 장관이 펄요시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 안전성 명가 

인 PSR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수행현황은 전체적으로 900MWe급인 6기 

의 CPO 시리즈 원전(1988-1995 )에 대하여 완료하고 CP1-CP2 시리즈 원전 2871 

(1990-현재)에 대해 PSR을 수행중이다. 

2. 원자력 시설관련 법령 

가. 신규 원전의 운전인허가 안전규제 

(1)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 근거한 건설허가 (1단계) 

。 행정적인 효력 

。 운영허가부터 해체 시까지의 모든 사항을 규정 

。 초기 노섬용 연료 접수시 추가허가 펄요 

(2) 핵연료장전 허가 (2단계)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검토 후 발효 

。 기체 빛 액체 폐기물 방출 고려됨 

。 저온기능시험 결과분석 및 유체시험 허가 후 임계전 고온시험 승인 

。 시험 결과에 따라 초기임계 인허가 발급 

(3) 운전허가 (3단계)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근거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승인 후 발급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수행된 시험 빛 조치사항， 실제 시운전 조건 및 

출력상승 시협， 시험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추가로 기술 

。 IPSN이 제출된 자료분석 후 핵시설 안전부에 분석결과 빛 의견 제출 

O 최종승인은 산엽성 및 환경성 장관이 사업자에게 통보 

나. 가동원전의 안전성 명가 활동 

가동원전의 안전성 명가 활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전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 SAR 빛 일반 운전원칙의 개정， 건설허가 사항의 수정 등 정기적인 변경 

。 허가된 관리형태 이외의 원자로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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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 재장전 이후나 규제기관이 요구할 경우 

O 정기검사 빛 매 10년마다 1차 계통의 수압시험 빛 종합검사 수행 

O 주기적안전성명가(PSR) 

3. 핵시설안전부(DSIN)의 지침[13] 

(1) 운전허가 발급 당시의 발전소 초기 안전수준과 현 안전수준의 비교 

O 안전수준의 변화， 또는 요건 만족의 유지 여부 확인 

。 추가해석이나 기존해석의 정당화가 필요한 발전소 취약부위 검사 

。 발전소의 안전성 저하점 확인 

(2) 운전중인 최신 발전소의 안전수준과 현 안전수준의 비교 

- 지속적인 운전경혐의 반영 및 지식의 발전을 고려 

초기 설계시 보다 안전수준의 향상 

4. PSR 수행현황 

핵시설안전부(DSIN)의 수행요구로 1988년부터 900MW급 CPO Series 6기， CPl-2 

Series 2871 의 PSR을 수행하였다. 주요 명가대상 항목으로는 내외부 위험도， 공 

학적 안전계통， 1차계통， 2차계통， 사고연구， 운전수칙 빛 기타 항목으로 기기분 

류， 기기검증， 방사선 현황 둥이 있으며 20어개 이상의 항목을 대상으로 명가한 

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허가 당시와 현재의 안전수준을 비교하고 또， 최신 발 

전소의 안전수준과도 비교하고 있다. (표 2-9 빛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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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프랑스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보고서 목차 예 

1. 내부 위험도 

2. 외부 위험도 

3. 공학적 안전계통 

4. 1차 계통 

5. 2차 계통 

6. 사고연구 

7. 운전수칙 

8. 기타 

1. 1 지진 

1. 2 지진의 결과 

1. 3 흑한 

1. 4 그 밖의 자연재해 

1. 5 비행기 추락 

i.6 기타 산업재해 

2.1 화재 

2.2 내부 법람 

3.1 비상급수계통 

3.2 격 납건불살수계통 

3.3 안전주입계통 

3.4 보충수계통 

(상세 절이 없음) 

6.1 설계기준사고 

6.2 설계기준초과 사고 

6.3 중대사고 

7.1 고장 빛 사고시 절차 

7.2 주기적 시험 

8.1 기기분류 

8.2 기기검증 

8.3 10년 단위 시험 

8.4 안전에 중요한 문서 

8.5 방사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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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프랑스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수행현황 

~ , 、 /“ μι ‘ 
ν 、 ηγ

/ 끼 

’ ι / 

주 요 내，용 ; 
/ 

ι 、、、 ν ‘ /、
ι'l 

<

규제기관 | 。 핵시설 안전부 (DSIN) 

규제근거 l 。원자력 시설관련 법령 
。 장관의 안전성 검토 요구 

관련지침 | 
O 구체적인 지침이 없음 

주요요건 

。내외부 위험도， 공학적 안전계통， 1차계통， 2차계통， 사고연구， 

운전수칙 빛 기타 항목으로 기기분류， 기기검증， 방사선 현항 등 

20여개 이상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행 

。상기의 대상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가 

- 허가 당시와 현재의 안전수준 비교 

안전수준의 변화， 요건만족 여부 확인， 발전소 취약부 검사 

- 최신 발전소의 안전수준과 비교 

경혐의 반영 및 지식발전을 고려하여 안전수준의 향상 명가 
。 IAEA지침의 안전인자 중 11개 전 항목에 대하여 수행 

시행범위 | 。안전해석 (2항)은 결정론적 방법만 수행하다 확률론적 방법과 병 
행수행 

O수행내용과 범위는 사업자(EDF)와 규제기관(IDSN)이 협의 결정 

O 각 주제별 명가는 대부분 사업자가 수행하고， 기타 일부사항은 

시행방법 | 전문기관 활용 
。사업자가 제출한 PSR 수행결과물은 IPSN이 명가하고， 감독위원회 

의 의견을 받아 DlSN에서 수용 
。 CPO Series(900MW급)의 PSR 수행 

- 1987년 핵시설 안전부 수행요구 

- 총 6기 (Fressenheim 2기 , Bugey 4기 )의 원전을 대상 

시행현황 I - 1988년"'1995년 수행(초기 잠정기간 3년 포함) 
。 CPI-2 Series(900MW급)의 PSR 수행 

- 1990년 핵시설 안전부 수행요구 

- 원전 (CP1: 187] , CP2: 107] )의 2871 원전을 대상 

O 특정 지침이 없이 사업자 자발적 지침작성 유도 

;(1 I 0 규제기관은 평가보고서 검토 
。 I 。명가내용이 영국과 유사 

。 시행경험과 정보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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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6 절 독얼의 수행현황 

L 개 요 

독일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1988년 원자로안전위원회 (RSK)가 각 원전 

에 대하여 PSR 이행을 권고하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토록 요구한다. 최근 

원자력법의 규제근거 빛 절차를 마련 중에 있으며， 현재 일부 신규 원전에 대해 

서는 10년 후의 PSR 이행이 인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다. 

2. 독일 원자력법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독일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요건은 크게 안전목표， 발전소 기능， 안전요건， 확 

인기준의 4 단계 구조로 구성한다. 첫 단계 안전목표에서는 반웅도 제어， 핵연료 

냉각， 방사선 피폭의 제한， 방사능 물질의 차단 동에 대해 설정하고 각 분야에 

대하여 두 번째 단계인 발전소 기농을 분류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발전소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 안전요건틀을 명시하고 있으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 

확인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5 , 16] 

3. 독일의 관련지침 

가. 규제지침의 구성 

(1) 다음 3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10년 주기로 수행해야 함 

。 발전소의 안전 상태(안전목표의 준수여부)의 기술 

。 확률론적 안전해석 (PSA) 

O 발전소의 안전상태 빛 운전시 입증방법의 명가 

(2) 주기적안전성명가 요건의 구성 : 표 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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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독일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요건의 구성 

1. 반응도 제어 

2. 핵연료 냉각 

3. 방사선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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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 비누설 증기발생관 

4.7.1 운전 및 비정상 상태에 
대하여 웅력과 변형도의 
적절한 배분설계 

4.7.2 1차 계통 및 2차 계통의 
부식과 기계적 손상 방지 

4.7.3 증기 발생관의 손상 탐지 

4. 주기적안전성명가 수행현황 

규제기관의 RSK가 PSR 이행을 체르노빌 사고이후 사업자들에게 권고함에 따라 

독일 남서부 Baden-Wurttemberg에 위치한 Kernkraftwerk Phi1ippsburg 원전 사업 

자가 1979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900MWe급 BWR인 KKPl (Kernkrftwerk 

Phi 1ippsburg 1) 원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안전성 재명가(PSR)를 수행 

하고(1993년1월 - 1995년7월) 그 결과를 규제당국에 제출하였다. 규제당국으로부 

터 PSR 결과 검토를 의뢰 받은 기술감독협회는 결정론적 안전성명가 결과에 대해 

서 검토를 완료하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중 

이다. (표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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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독일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수행현황 

낌구 분 F ‘ %繼홉; j주시요찌깨 용 
규제기관 | 。원자로안전위원회 (RSK) 

r‘ 혔κ; ι 

규제근거 1 0 독일의 원자력볍 

관련지침 | 

주요요건 

O 원자로안전위원회의 PSR 이행 권고안 

0구체적인 지침이 없음 

。 안전목표， 발전소기능， 안전요건， 확인기준 동의 4단계 구성 

。안전목표를 다음 4가지로 설정 

- 반웅도제어 

- 핵연료 냉각 

- 방사능물질의 차단 

- 방사선 피폭의 제한 

。다음 3가지 사항을 포혼jF하여야 함 

- 발전소 안전상태(안전목표의 준수 여부)의 기술 

- 확률론적 안전해석 (PSA) 

- 발전소의 안전상태해석 (SSA) 빛 입증 방법의 명가 

oIAEA지침의 안전인자중 11개 전 항목에 대하여 수행 

시행범위 | 。안전해석(2항)은 결정론적 방법으로 수행따 확률론적 방법과 병행 
수행 

。염R의 수행은 사업자， 기술감독위원회(πV) 및 규제기관(RSC)이 협의 

하여 결정 

o사업자가 연R계획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면 기술감독위원회(TlN)가 
시행방법 | 

검토를대행 

시행현항 l 

0 독일 원자력법과 규제기관의 권고 등에 맞도록 합의된 평가절차 개발 

하여 사업자의 PSR지침으로 활용 

01993'건에 κP-l BWR원전의 PSR을 시작하여 1995년도에 수행 완료함 

。 KKI-l도 1995년 말 PSR 완료됨 

。 2000년 이전에 뻐B-2 ， KKG, KKI-2 등과 최신의 Konvoi PWR원전에 이 

르기까지 모든 가동원전에 대하여 1주기 PSR 수행 예정 

O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요건을 작성하나 상세 규제지침은 없음 

;;d I oIAEA 지침과 구성상 다르지만 체계적입 

。 10 현재 명문화된 규제 절차 빛 기준 개발 중 
O 국내의 지침구성 방향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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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7 절 해외현황 종합비교 

1. 주기적안전성명가 수행현황 

앞에서 검토한 해외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수행국가와 이외의 주요 국가들에 대 

한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의 적용현황은 표 2-13과 같다. [1] 

표 2-13 해외의 주기적안전성펑가 수행현항 

한 국 I 30-40 I 제한없음 | 제도 미도입 l | 없음 

미 국 30-40 40 ~~ 2P:'l~'l I 규제권한 등으로대체 
| 。/A1으n 

여。 국 20-40 제한없음 10 규제규정 없음(※) 

o근1 효초 30-40 제한없음 10 규제권한 없음(※) L一

효 랑 까、 30-40 제한없음 10 규제권한 없음 

조-흐1 일 I 30-40 I 제한없음 10 
기존원전 : 규제권한 

없음 
신규원전 : 허가조건 

캐 나다 | 30 
0.5-5 

I (통상2) 제도미도입 | 0/A1으n 

핀란드 30-40 10 10 
규제규정 

o끼*1죠 I그L 
(허가갱신과 연계) 

A 페인 30-40 2 10 규제권한 o끼Alir2그-

λ 웨덴 30-40 제한없음 10 규제규정(규칙) 없음 

/、 위 A、 30-40 제한없음 10 규제권한 없음 

네덜란드 I 25-30 I 제한없음 10 
규제권한 

없음 
(Backfitting정책) 

벨 지 움 I 30-40 I 제한없음 10 허가조건 없음 

헝가리 30-40 제한없음 10 
규제규정 
(허가갱신과 연계) | l 0 A1jaL 

(※) 정기검사후 계속운전허용 

2.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현항 

앞에서 조사된 주요 원전국가의 주기적안전성명가에 관한 법 빛 지침을 요약， 

비교하고， 국내 적용관점에서의 특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4와 같이 요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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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요점은 주기적안전성명가는 각 국가별로 해당국가의 규제여건과 제도관 

행에 맞게 사엽자가 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와 같이 

다수의 노형이 들어와 주로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 관행을 따르는 현실로 보 

면 국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규제지침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우도 이러 

한 국가별 적용현황을 반영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PSR 규제지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IAEA의 안전인자별 명가요소 

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표 2-14 주요 원전국가의 PSR관련 지침 현황 

o 10CFR 54 

lo10CFR 50.65 등1 0 SRP-LR 외 다수 
미국 - ~~~~~ --. 'J V 0 I 

(NRC) I '-rT 

영국 
(NII ) 

o Nuclear 10 Tolerabi 1i ty of 

Installation Actl Risk from NPP 

(Condition 15동) I 0 SAP f or NPP 

oPSR 법 또는 지침은 없음 

。 PSR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 

기 위한 관련 볍/지침은 다수 
。안전성 명가와 관련된 법령 

지침이 명확히 규정 

。법은 영국 원자력법에 조건으 

로 명시 
。 PSR 만을 위한 지침은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앓
 라 
펼
 

지
 따
 L1 

켈
 

째
 꽤 펠
 
및
 

명
 
권
 노
걷
 } 

을
 의
 룹
 검 

mm 

성
 
댐
 기
 

화
 샘
 뿌
 
정
 

으
 상
 되
 타
 

법
 
통
 i안
기
 

。

。

0 

시
 

실
 

의
 

서
。
 

샘
 

사
。
 

통
 고
 

。

판
 

쩨
귀
|
|
혜
 

료
 로
 
끼
 

연
 자
 

자
 

핵
 원
 

엽
 

앓
 
빛
 
법
 

t 

핵
 
료
 제
 전
 

。

。

일본 
(MITI) 

법 명가 동에서 많은 부분을 
행 

프랑스 1 0 Basic Nuclear 

(DSIN) I Installation 
。장관의 검토 요구 1 。원자력법에 PSR 명시 

。상세 지침은 없음 

독일 |。원자력법 
(RSK) 

。 RSK의 PSR 이행 

권고안 

O 원자력법에 PSR 명시 

。 상세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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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대상 범위 



제 3 장 주기적안전성평가의 평가대상 
범위 

1. 재요 

본 장에서는 IAEA 의 규제지침을 검토하여 국내에 적용가
능 한 주기적안전성 

명가의 평가대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AEA의 117fl 안전인자에 

전반척으로 적용된 주요 명가원칙
과 일반적인 사항， 계속운전 허용

기준을 겸토하 

였다. 또한 각 안전인자별로 목적，
 명가범위 및 방법， 명가요소를 

정리하여 이로 

부터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각 안
전인자별 목적， 펑가범위 빛 방법，

 평가요소를 

설정하고자 한다. 

2. IAEA의 주요 명가원칙 

O 안전인자는 원전 종사자와 조직
을 포함하는 운영 빛 운영허가가 

적용되는 

부지상의 모든 시설과 장비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방사선방호， 비상

계획 

빛 환경영향 동도 포함된다. 

。 원전 안전성에 대한 총괄적인 명가
는 모든 안전인자들과 시정조치 

이행 후 

미해결 취약점들을 고려하여 이루
어진다. 

O 확률론적 안전성명가(PSA)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모든 원전에
 대하여 수행한 다음 후속 주기적

안전성 

명가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 주기적안전성명가의 수행에 대
한 일차척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

으며 본 요건 

은 사업자와 협의 후 규제자에 의
하여 규정되거나 사업자가 개발하

여 규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와 정기 빛 특별 안전성 명가

의 결과들 

이 주기적안전성명가에 활용되어야
 한다. 

3. IAEA 안전인자얘 대한 일반사항 (공통사항)
 

。 11개의 안전인자는 원전 부지상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며 원전별 특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행 전
에 합의되어야 한다. 

O 품질보증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의 통합분야이므로 별개

의 안전 

인자로 고려하지 않고 조직과 행정
의 측면으로 명가하며， 방사선 방

호분야 

도 대부분 다른 안전인자들과 관련
되기 때문에 별개의 안전인자로 간

주하지 

않고 그 대책과 유효성은 안전성능，
 절차서 빛 원전의 실제 물리적 

조건에 

서 상세 사항으로 명가한다. 

O 원전의 보안(불러적 방호)에 대
한 명가는 동 사안의 민감성과 기

밀성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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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안전인자의 순서가 그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O 주기적안전성멍가는 각 안전인자가 현재의 안전기준과 관행을 준수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안전인자의 복합적인 효과에 대한 수용성도 명가되어야 

하며 한 인자의 취약점이 타인자의 강점에 의하여 완화되는 것도 가능하다. 

。 핵심적인 원전 구조물， 계통 흑은 기기의 고장을 초래하거나 발전소 수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년 관련 열화기구가 최대한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어떤 인자의 명가에 요구되는 노력은 관련정보의 이용 가능성과 검색 능력 

에 좌우된다. 

4. 1까EA의 계속운전 허용기준 

주기적안전성명가에서는 가동중인 원전이 현재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보다 현재의 요건과 비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쉽게 소급 적용될 수 없고 

변경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본 절차는 단지 취약점과 관련된 위험도를 명가하고 

계속 운전의 타당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취약점으로 구분되는 차이점은 평 

가되어야 하고， 모든 시정조치의 이행 이후에 미해결 취약점을 지닌 상태에서 계 

속 운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판단이 요구된다. 본 판단에서 포함되는 관 

점은 다음과 같다. 

。 원전 운전에 관한 현재의 국가정책 

O 사업자가 제안한 잔여 운전기간 

。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 

O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 확인된 모든 미해결 취약점과 모든 시정조치 빛 장점이 원전 안전운전에 미 

치는 종합적인 영향에 대한 결정론적 고려 

。 비용-이익 분석 활용 

5. IAEA 안전인자 빛 명가요소에 대한 검토결과 

IAEA에서는 117>> 안전인자를 독립적으로 주기적안전성명가의 항목으로 제시하 

였으나， 국내 및 해외의 원전 운전 경혐으로부터 볼 때 각 인자간에 수준(Level) 

이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경년열화 안전인자는 주기적안전성평 

가의 상당한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에 조직 빛 행정， 비상계획， 절차서와 같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전소운영이라는 한 Chapter로 되어있는 내용이 각각의 

독립적인 안전인자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주기적안전성명가를 수행하 

는 어느 나라에서도 IAEA 지침서의 117>> 안전인자 체제 빛 구성과 맞게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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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국가가 없다는 사실로부터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각 안전인자별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각 언자내의 평가요소들 사이에 그룹펑하는 수준이 상대적 

으로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각 명가요소를 중에는 여러 안전인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명가요소 틀이 존재한다. 해외에서도 IAEA의 명가요소별로 규제지침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지도 않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IAEA 명가요소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안전성명가 보고서가 작성된 바가 없으므로 국내에서도 실제로 이에 따라 

작성하고 규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IAEA의 안전인자 

와 명가요소들을 가능한 한 수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 절부터는 IAEA의 각 안 

전인자별로 멍가범위 및 방법과 명가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국내에 적용 가 

능한 평가범위를 일차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저1 1 철 원전의 질채 물려적언 조건 

1. IAEA 지침 

가. 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원전의 실제 불리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명가범위 빛 방법 

원전의 구조물， 계통 빛 기기에 대한 실제 물리적인 상태는 가능한 PSR 초기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최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생산하거나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또한 특별한 시험이 

나 검사가 요구될 수도 있다. 필요한 검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원전의 배치 또는 

운전조건으로 인해 실제 물리적 조건의 결정이 불가할 때는 이 내용을 강조하여 

야한다. 

다. 명가요소 

(1) 원전의 배치도면과 계통 빛 설비 도면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서 

(2) 원전설비， 계통， 주요 설비의 기능(폐기물 관리 및 방사선 방호 계통 빛 기 

기 포함)에 대한 정보 

(3)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혐 결과 

(4) 기기 검사 결과 

(5) 보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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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 혹은 시험에 근거한 원전 계통， 구조물 및 기기에 대한 현재의 불리적 

상태에 대한 설명서 

(7) 보수 빛 정비공장을 포함하여 원전에 이용 가능한 소내 • 외 지원 시설에 대 

한 설명서 

(8) 인구밀도， 산업시설 및 교통시설(공항， 도로 빛 철도 동)을 포함한 발전소 

주변의 특성에 대한 설명서 

2. 외국의 적용현황 

가. 미국의 적용현황 

미국에서는 각종 소급규정이 수행되어 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가 비교적 현재의 물리적 상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면 

이외에도 보수규정 (Maintenance Rule) 빛 인허가갱신규정의 수행 과정에서 이러 

한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 

나. 영국의 적용현황 

영국에서는 장주기안전성명가 (LTSR) 와 주기척안전성명가(PSR)를 다년칸 시 

행하여 오면서 원전별 현재의 물리적 상태가 잘 파악되고 있다. 

다. 얼본의 적용현항 

얼본에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원전의 현재의 물리적 상태가 주기적으로 

보호， 관리된다. 

3. 국내 지침구성(안) 

가- 목적 

원전의 운영에 따르는 실제 물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모든 자료들이 각종 변경 

사항에 대하여 최신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기본 원칙 

(1) 현재의 불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IAEA의 8개 명가요소를 모두 수용한다. 

(2) 원전에 대한 현재상태의 설명은 경년열화 펑가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원전 전 

체차원에서 설명하는 분야와 SSCs 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두 분야로 분류하 

여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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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의 각종 시험， 검사， 보수분야에 대한 기록도 이와 같은 자료들이 경년
 

열화 명가시 각 SSCs멸 명가의 기본자료로 밀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SSCs 별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단， 원전 전체 계통과 연관되는 초기시
험 관련 

기록은 별도로 구분한다. 

다. 명가 범위 및 방법 

(1) 기존 기록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기간 동안 발생된 모든 변경사
항이 반영 

되어 최신 상태로 기록이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 

(2) 자료가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일반적으로 자료를 생산 보충하여
야 하며 이 

를 위하여 필요시 특별한 시험이나 검사가 요구될 수도 있다. 

(3) 필요한 검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원전의 배치 또는 운전조건으로
 인해 실제 

물리적 조건의 결정이 불가할 때는 이 내용을 캉조하여야 한다. 

라.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명가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제 물리적 

조건 

표 3-1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1. 발전소 일반사항 

1. 1 대상 원전 설명 (1, 2) 

1. 2 소내외 지원시설 (7) 

1. 3 도변 동 참조자료 (1, 2) 

2. SSCs 별 물리적 상태 

2.1 SSCs 별 계통 빛 기능설명 (2) 

2.2 SSCs 별 시험， 검사， 보수내역 

(3, 4, 5) 

2.3 SSCs 별 현재 설비상태 (6) 

3. 발전소 초기 시험 (3) 

4. 부지특성 (8) 

마. IAEA 명 가요소와의 비교 

(1 ) 원전 설명 빛 도면 

(2) 설비/계통 기능정보 

(3) 기능시험 결과 

(4) 기기검사 결과 

(5) 보수 기록 

(6) 현 설비상태 설명 

(7) 지원 시설 설명 

(8) 주변 특성 설명 

(1) “원전의 배치도변과 계통 및 설비 도변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서”는
 대상발전 

소의 일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기술하고 관련 도면 등의 참조 자료는
 따로 목 

록화된다. 

(2) “원전설비， 계통， 주요 설비의 기능에 대한 정보”에 대한 설명은
 공통사항을 

일반적인 설명에서 취급하고， 각 SSCs별 사항은 SSCs 별로 구분하여 계통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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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설명에 포함시킨다. 

(3)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결과”중 발전소 초기시험과 관련된 정보는 발전 
소 초기시험 분야로 따로 구분하고 운전 중에 수행되는 각종 기능확인 시혐 

은 해당 SSCs별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4 ) “기기검사 결과”와 “보수 기록”은 SSCs멸 검사 빛 보수내역에 포함시킨다. 

(5) “검사 혹은 시험에 근거한 원전 계통， 구조물 빛 기기에 대한 현재의 불리적 

상태에 대한 설명서”는 SSCs 별 현채의 설비 상태에서 명시한다. 

(6) “보수 빛 정비공장을 포함하여 원전에 이용 가능한 소내 • 외 지원 시설에 대 

한 설명서”는 발전소 일반사항 부분에 포함시킨다. 

(7) “인구밀도， 산업시설 및 교통시설을 포함한 발전소 주변의 특성에 대한 설명 

서”는 부지특성에서 기술한다. 

저I 2 철 안전성 분석 

1. IAEA 지침 

가.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원전의 실제상태， 예상수명 말기 상태 및 현행 분석 방법， 

안전성 기준과 지식이 고려될 때 기존 안전성 분석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유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명가범위 빛 방법 

(1)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대한 설계기준을 확인하고， 가상초기사건에 대한 원전 

거동에 대해서 기술하며 안전성 분석의 범위， 방법과 가정에 대한 안전성 분 

석의 현 상태를 명가해야 한다. 

(2) 실제 원전 설계에 근거하고 예상되는 수명 말기 상태를 반영하며， 적절한 가 

상초기사건을 고려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갱신해 

야 한다. 원전의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평가하며， 특히 과도상태 분석을 위 

한 컴퓨터 묘드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3) 교차결합(Cross-links)의 잠재성과 공통원인사고의 영향틀은 초기의 원전 설 

계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명가가 요 

구된다. PSA가 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교차결합에 의한 고장을 인식하고 

원전 설계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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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제 원전 설계가 가상사고에 기인한 방사선량과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한 규 

제 제한치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원전 설계의 주요 

취약점을 인식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다. 명가요소 

(1) 기존의 안전성 분석과 가정이 수록된 자료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기기 

(3) 제한값 빛 허용운전상태 

(4) 기존 안전성 분석을 위해 가정된 초기사고와 최신 원전과의 비교 목록 

(5) 타당성이 입증된 기존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해석방법 빛 코드와 최신 원 

전과의 비교 목록 

(6) 사고상태에서의 방사선 선량과 방출 제한치 

(7) 운전원 조치， 공통원인사고， 교차결합효과，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및 독립성 동의 안전성 분석에 대한 규제 법규 

(8) 예상운전과도사건 

(9 ) 홍수 및 지진과 같이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지 특성 
(10)지역적인 기후 조건 

(11 )원전 주변의 인구 밀도 

2. 외국의 척용현황 

가. 미국의 적용현황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가 없으므로 체계적인 안전성분석이 

가동기간 중 재수행되는 지는 불투명하나 각종 사고사례에 대한 Backfitting 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일부 수행될 것으로 판단. 인허가갱신 규정 

이나 보수규정 상에는 명시적으로 안전성 분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나. 영국의 적용현황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를 통하여 체계적인 안전성분석이 가동기간중 재수행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다. 일본의 적용현황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일본 보고 

서 상에서는 확률론적인 안전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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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지침구성(안) 

가. 목적 

원전의 실제상태， 예상수명 말기 상태 빛 현행 분석 방볍， 안전성 기준과 지 

식을 고려하여 기존 안전성 분석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 

인하는 것이다. 

나. 기본 원칙 

(1)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IAEA 의 11개 명가요소를 모두 수용한다. 

(2) 기존의 해석내용과 운전이력을 검토할 때， 안전성해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부분과 초기사건별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 

는 부분으로 구분한다. 

(3) 초기사건별 내역의 검토는 사건개요 빛 원인， 사건경위 빛 계통운전 분야를 

통하여 원인분석과 현황파악을 수행하고 영향분석 및 결과부분을 통하여 해 

석방법 및 코드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4) 안전여유와 제한치 그리고 제한요건과 같은 평가요소들은 국내의 발전소들이 

운영기술지침서를 통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을 통하여 기술 

한다-
(5) 안전해석과 관련되는 홍수 및 지진특성， 기후조건， 인구밀도 퉁은 앞 절의 

“실제 물리적 조건” 부분과 충북되므로 앞 절의 부지특성 검토부분에서 취 

급하고 본 장에서는 생략한다. 

다. 명가범위 빛 방법 

(1) 기존의 해석내용(가정， 원전 거동， 범위， 방법， 해석묘드 빛 제한값) 과 운 

전이력(고장 및 운전자료)을 검토하여 안전성 분석의 현 상태를 명가해야 한 

다. 

(2) 실제 원전 설계에 근거하고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현재 상태와 예상되는 

수명 말기 상태를 반영하여 필요시 안전성 분석을 갱신해야 한다. 실제 설 

계의 결정시 원전의 모든 변경에 대해 명가해야 하며 특히 코드와 같은 경우 

최근의 분석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3) 교차결합의 잠재성과 공통원인사고의 영향들에 대한 체계적인 명가를 수행해 

야 하며 이 경우 PSA를 활용할 수 있다. 

(4 ) 실제 원전 설계가 가상사고에 기인한 방사선량과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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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한치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해야 하며 또한 원전 설계의 주요 

취약점을 인식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라- 국내 명가범위 셜정안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명가범위를 설정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천서 부서 
。-l..!..- -, 

표 3-2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방법론 
1. 1 과도상태 빛 사고분류 (1, 4) 
1. 2 안전관련 주요 SSCs (2) 

1. 3 노심 및 계통의 성능 (5 ) 
1. 4 방사능 영향명가 (6) 

2. 초기 사건별 내역 
2.1 사건개요 빛 원인 (1, 4) 
2.2 사건경위 빛 계통운전 (1, 5) 
2.3 영향분석 빛 결과 (3, 5, 7) 

3. 부계통， 기기의 방사선 방출 
3.1 기체방사성혜기물파손사고 (3 , 6) 
3.2 액체방사성혜기물누설따손 (3, 6) 

3.3 액체방사성물질합유탱크 (3, 6) 
3.4 핵연료취급사고 (3, 6) 

4. 정지불능 예상과도상태 (8) 
5. 운영기술지침서 
5.1 안전여유 빛 제한 설정치 (3) 
5.2 운전제한조건 (3) 
5.3 Survei llance 요 

마. IAEA 명가요소와의 비교 

(2) 안전 관련 SSCs 

(3) 제한값 빛 허용운전 

(4) 초기사건 비교 

(5) 해석방법 빛 코드 

(6) 방사선량과 제한치 

(7) 규제법규 

(8) 예상운전 과도사건 

(9) 홍수 빛 지진특성 

(10) 기후조건 

(11 ) 인구밀도 

(1) “기존의 안전성 분석과 가정이 수록된 자료”에 대한 검토는 안전성 분석의 

구성 빛 방법론 검토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취급하고 각 초기사건별 내역에 

서는 해당 초기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기기”는 안전관련 SSCs 멸 항목에서 취급된 

다. 

(3) “제한값 빛 허용운전상태”는 초기사건별 영향분석 결과， 부계통 기기의 방사 

선 방출，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취급된다. 

(4) “기존 안전성 분석을 위해 가정된 초기사고와 최신 원전과의 비교 목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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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방법론과 초기사건별 사건개요 빛 원인에서 기술한다. 

(5) “타당성이 입증된 기존 안전성 분석에 사용되는 해석방법 빛 코드와 최신 원 

전과의 비교 목록”은 각 초기사건별로는 영향분석 빛 결과에서 처리하고 전 

체적으로는 구성 및 방법론에서 취급한다. 

(6) “사고상태에서의 방사선 선량과 방출 제한치”는 부계통 기기의 방사선 방출 

부분에서 주로 취급한다. 

(7) “운전원 조치， 공통원인사고， 교차결합효과， 단일고장기준， 다중성， 다양성 

빛 독립성 동의 안전성 분석에 대한 규제 법규”는 해당되는 각 초기사건별 

영향분석 빛 결과 부분에서 취급한다. 

(8) “예상운전과도사건”은 초기사건의 하나로 취급하되 비교의 편이를 위해 독립 

적으로구성한다. 

(9) “홍수 및 지진과 같이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지 특성" “지역적인 기후 

조건” 그리고 “원전 주변의 인구 밀도” 둥 3개의 명가요소는 물리적 조건의 

부지특성 부분에서 같이 언급한다. 

저1 3 철 기기검증 

1. IAEA 지침 

가. 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주요 안전관련 설비가 설치 수명기간 동안에 의도된 안전기 

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명가범위 빛 방법 

(1) 안전에 중요한 원전 기기는 자연적인 사건과 사고(예; 냉각재상실사고， 고에 

너지 배관파열， 지진 흑은 다른 진동조건 등)에 연루된 것을 포함하는 가상 

운전조건하에서 안전기능의 수행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적절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2 ) 안전에 중요한 원전 기기의 검증은 기기가 설치된 수명기간동안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의 작성， 서류화 및 유지작업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3) 기기검증에 대한 평가는 (a) 요구되는 기기의 성능에 대한 보증이 초기에 이 

루어졌는지， (b) 계획된 보수， 시험 빚 교정과 같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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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기기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결정해야 한다. 

O 초기 수행된 기기검증이 적합할 경우(a)에 관련된 명가는 필요하지 않고， 

o (b) 에서 기기검증이 앞으로도 만족스럽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증해야 한다. 

다. 명가요소 

(1) 기기의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 목록 및 관리 절차 목록 

(2) 검증 보고서 빛 다른 보조 문서 (예: 기기 품질 사양， 품질 계획) 

(3) 설치된 기기와 검증된 기기와의 일치성 확인 

(4 ) 기기 설치기간 동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서 
(5) 상기 절차와 부합됨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 

(6) 검증된 기기의 열화정도가 미미함을 보장하기 위한 감사계획 빛 반영절차 

(7) 기기의 검증에 미치는 기기 고장의 영향 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 

한 적절한 시정조치 

(8) 불리한 환경 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 

(9)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조건과 기능성 

(10)기기가 설치된 기간에 취해진 모든 검증 조치 기록 

2. 외국의 적용현황 

가. 미국의 적용현황 

미국에서는 기기검증이 초기원전들에 대한 소급규정의 일환으로 요구되어 이 

미 대부분의 원전에서 수행을 완료하였다. 

나. 영국의 적용현황 

영국에서는 주기적안전성명가시 기기검증을 전기설비들에 대한 항목에서 다루 

고 있으며 비교적 충실히 수행되고 있다. 

다. 일본의 적용현황 

일본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시에 직접 기기검증을 수행하지는 않으나 다른 

안전활동 등을 통하여 기기검증이 수행된다고 예상된다. 

3. 국내 지침구성(안) 

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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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안전관련 설비틀이 설치된 후 그 수명기간 동안에 초기에 의도하였던 안 

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검증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기본 원칙 

(1) 기기검증에 대한 IAEA의 107ß 명가요소를 모두 수용한다. 

(2) 기기검증 분야는 기계 및 전기 기기의 기기검증 분야와 기기검증과 관련된 

환경분야로 크게 구분한다. 

(3) 기계 빛 전기 기기의 기기검증 분야는 기기분류 및 환경조건， 검증시험 및 

해석， 검증시험 결과， 기기 성능의 유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다. 명가범위 빛 방법 

(1) 안전에 중요한 원전 기기가 관련 코드， 규제지침 빛 기술기준에 규정된 대로 

설치된 수명동안 가상운전 조건하에서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초기 기기검증을 위한 증거의 작성과 서류화 빛 유지작업의 적합성을 확인하 

며， 이때 경년열화， 변경， 보수 빛 개장， 고장 빛 교체와 비정상 운전조건도 

고려한다. 

(3) 계획된 보수， 시혐 빛 교정과 같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기기 성능 

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명가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3. 기기검증 

표 3-3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1. 1 검증기준 (1) 

1. 2 검증방법과 절차 (1) 

2. 기기검증의 내환경검증 

2.1 기기분류 (1, 2, 3, 9) 

2.2 검증시험 빛 해석 (5) 

2.3 검증시험 결과 (4 , 5) (4 , 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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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기목록 및 절차 
(2) 기기검증 보고서 
(3) 설치기기의 일치성 

(4) 품질유지 절차서 

(5) 절차부합 명가법 

(6) 감시계획 반영절차 

(7) 영향분석 시정조치 

(8) 검증기기 보호방안 

(9) 기기조건 및 기능 

(1 0) 기기검증 조치기록 



마. IAEA 명가요소와의 비교 

(1) “검증계획에 포함된 기기목록 및 관리 절차 목록” 과 “검증 보고서
 빚 다른 

보조 문서” 등의 두 항목은 기기분류 분야에서 참조자료로 취급된다
. 

(2) “설치된 기기와 검증된 기기와의 일치성”은 검증시험 빛 해석분
야에서 확인 

한다. 

(3) “기기 설치기간 동안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서”와 “절차와 
부합됨을 보 

증하기 위한 방법”은 검증시험 결과 부분에서 보인다. 

(4) “검증된 기기의 열화정도가 미미함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계획 빛
 반영절차" 

“기기의 검증에 미치는 기기 고장의 영향 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
하기 위 

한 척절한 시정조치”는 기기성능의 유지계획에서 다룬다. 

(5) “불러한 환경 조건으로부터 검증된 기기의 보호”는 기기검증의 환
경조건에서 

취급한다. 

(6) “검증된 기기의 물리적인 조건과 기능성” 빚 “기기가 설치된 기
간에 취해진 

모든 검증 조치 기록”은 기계 및 전기 기기의 기기검증에서 포괄
적으로 취급 

한다. 

저1 4 절 경년열화 

1. IAEA 지침 

가. 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요구되는 안천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해 원전의
 경년열화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러고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앞
으로의 원전 

운전을 위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명가범위 빛 방법 

(1)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SSCs)에 대한 경년열화 관리는 임의 

의 원전 기기가 요구되는 안전여유도가 위협받을 정도로 성능이 저하
되는 시 

점을 예측하고 감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수 빛 완화조치를 수행
하어야 한 

다. 

(2) 운전수명동안 안전에 중요한 SSCs에 대하여 요구되는 안전여유
도가 유지됨을 

보증하기 위해 점검， 보수， 화학제어 빛 운전경험 반영 등 관련된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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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경년열화 관리계획과 반영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경년열화 관리계획 측면(프로그램 정책， 절차서， 성능지표， 인원， 자원， 기 
록 유지 등)과 기술적인 측면(경년열화 관리 방법론， 관련 경년열화 현상의 

이해의 범위， 각 ssc별 허용기준， 경년열화 감지 및 완화방법과 SSCs에 대한 

실제 물리적 상태 동)이 명가되어야 한다. 

다. 명가요소 

(1) 경년열화 관리계획 

(2) 경년열화 관리계획에 포함된 SSCs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화된 방법 빛 기준 

(3) 경년열화 관리계획에 포함된 SSCs 목록 및 경년열화 관리를 지원하는 기록 

(4) SSCs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열화에 대한 명가 빛 문서화 

(5) SSCs의 주요 경년열화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범위 

(6) 경년열화 과정 및 영향을 조기 감지 혹은 완화하기 위한 계획 

(7) SSCs의 허용 기준과 요구되는 안전여유도 

(8) 실제 안전여유도를 포함한 SSCs의 실제 상태에 대한 인지 

2. 외국의 적용현황 

가. 미국의 적용현황 

미국에서는 경년열화 명가가 인허가갱신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 오래된 원전에 

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규정은 시간경과에 따라 많이 좌우 

되는 경년열화 현상을 포함하는 각종 명가가 이루어져 경년열화 명가를 하고 있 

다. 

나. 영국의 적용현황 

영국에서도 경년열화 펑가는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주요항목으로 계통 빛 주요 

안전항목 전반에 대하여 경년열화가 명가되고 있다. 

다. 얼본의 적용현황 

일본에서는 원전 장기보전계획의 일환으로 통산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각 발전 

소에 대해 고경년화에 대한 기술명가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수행중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경년열화 명가는 주기적안전성명가와는 별도로 

수행되어 그 범위와 내용이 깊이가 있으며 원전의 경년열화 명가를 위한 각종 시 

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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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지침구성(안) 

가. 목적 

원전의 운전연수가 증가하더라도 요구되는 안전어유도를 유지하기 위해 설비 

및 원전 전반의 경년열화 현상을 이해하고 경년열화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왔는 

지와 그리고，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앞으로의 원전 운전을 위해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기본 원칙 

(1) 경년열화 명가와 관련된 IAEA의 8개 명가요소를 모두 수용한다. 

(2) 안전에 중요한 55Cs를 중심으로 대상 55Cs를 선정한다. 

(3) 각종 설계， 운전， 검사 빛 보수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의 참조자료로 활용한 

다. 이때 각 55Cs에 해당되는 검토자료들은 55Cs별 경년열화 명가에서 취급 

하고 원전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설계와 관련되는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취 

급한다. 

(4) 기기별 경년열화 메카니즘의 검토와 펑가를 수행하고 이를 현장진단 동을 통 

하여 확인한 후 잔여수명 및 안전여유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기 펑가기 

간까지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노화해석을 수행한다. 

(5) 노화해석 결과를 토대로 성능이 저하되는 시점을 예측하고 적절한 보수 및 

완화조치를 수행하며 앞으로의 노화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 관리 

계획에는 보수， 교체와 같은 각종 완화계획과 상태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 

한 경우의 감사계획까지를 포함한다. 

다. 명가범위 빛 방법 

(1) 안전에 중요한 55Cs에 대한 각종 설계， 운전， 검사 및 보수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기기별 노화효과 빛 허용기준의 검토를 통한 실제 불리적 상태에 대하어 따 

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3) 차기 명가기간까지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노화해석 

(4) 노화해석 결과를 토대로 성능이 저하되는 시점을 예측하고 적절한 보수 및 

완화조치를 수행하며 앞으로의 노화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라. 국내 명가범위 셜정안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명가범위롤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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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년열화 
관리 

표 3-4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찮總 협조;:'(IAEi灣o，7}요소〉 
1. SSCs 일반 설계조건 (8) (1) 경년열화 관리계획 
2. SSCs 별 경년열화 l (2) SSCs 선정 
2.1 일반사항 (8) 
2.2 SSCs 분류 및 선정 (2 , 3) 
2.3 경년열화 현상 (5) 
2.4 경년열화 명가 (4) 
2.5 잔여수병 빛 안전여유 명가 (7) 

(3) SSCs 목록 

(4) 경년열화 명가 

(5) 경년열화 메카니즘 

(6) 경년열화 완화대책 

2.6 경년열화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 | (7) 허용기준 안전여유 
(1, 6) 1(8) 현재상태 

마. IAEA 명가요소와의 벼교 

(1) “경년열화 관리계획” 빛 “경년열화 과정 빛 영향을 조기 감지 혹은 완화하기 

위한 계획”은 경년열화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포함된다. 

(2) “경년열화 관리계획에 포함된 SSCs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화된 방법 빛 기준" 

“경년열화 관리계획에 포함된 SSCs 목록 빛 경년열화 관리를 지원하는 기록”도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취급한다. 

(3) “SSCs의 안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열화에 대한 명가 빛 문서화”는 열 

화명가에 포함된다. 

(4) “SSCs의 주요 경년열화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범위”는 경년열화 현상에서 취급 

한다. 

(5) “SSCs의 허용 기준과 요구되는 안전여유도”는 열화명가에 따른 경년열화 형가 

결과에서 다룬다. 

(6) “실제 안전여유도를 포함한 SSCs의 실제 상태에 대한 인지”도 열화명가 결과의 

일환이다. 

채 5 철 안전성능 

L IAEA 지침 

가- 목적 

본 평가의 목적은 원전의 안전성능과 운전경혐의 기록을 통해 얻은 경향을 확 

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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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가범위 맞 방법 

안전성능은 일반적으로 안전성 관련 사건을 비롯한 운전경혐의 명가와 안전계 

통의 이용불능， 방사선피폭，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방사성 물질의 유출 등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결정되며 사업자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유지하고 안전관련 중 

요도를 명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원전의 운전， 보수， 시험， 검사， 교체 

빛 변경에 대한 기록은 안전하지 않은 상항 혹은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 

로 명가되어야 하며 WANO에 의해서 개발된 안전성능지표가 사용될 수 있다. PSR 

에서는 안전성농에 관련된 모든 지표를 명가하고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경향분석을 이용해야 한다. 정상적인 원전 운전과 예상운전과도사건에 

의한 방사선 위험도 원전 안전성능의 중요한 요소이다. 원전 종사자에게 위혐의 

지표가 될 방사선 피폭 자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방출물 자료도 관련 

지표에 포함된다. 방사션 피폭 빛 방사성 방출물이 규정된 제한치 이내이며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를 준수하고 적 절하게 관리 가 되고 있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기록을 펑가해야 하고 방사성 폐기물 생산자료 

도 평가되어야 한다. 

다. 형가요소 

(1) 안전관련 사건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체제 

(2) 사건의 근본 원인 분석과 결과 이행에 위한 체제 

(3) 보수， 시험 빛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를 선별하고 기록하는 방법 

(4)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 

(4) 안전관련 운전자료를 운전영역에 반영 

(6) 다음과 같은 안전성농지표에 대한 분석 

。 임계 운전상태에서의 불시 정지빈도 

O 선택된 안전계통 작동/요구 빈도 

O 안전계통 고장 빈도 

。 안전계통 이용 불능도 

。 연간 누적 방사선 선량 

。 고장 원인의 경향 (운전원 실수， 설비 문제， 행정관리 문제) 

O 특별한 보수에 대한 기록 

。 반복된 보수 빈도 

O 시정(분해)보수 빈도 

O 안전성과 관련된 계획되지 않은 운전원 조치 빈도와 성공률 

。 폐기물 발생률， 저장된 폐기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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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내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선량 기록 

(8) 소외 방사선 감시 자료에 대한 기록 

(9) 방사선 방출량에 대한 기록 

2. 외국의 적용현황 

가. 미국의 적용현팡 

미국은 운전성능을 주기적으로 명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인허가 성능 종합명 

가(SALP) 빛 감시항목(WL) 동의 제도를 거쳐 원전 성능명가(PPR)로서 전체 원전 

의 성능지표를 분석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최근에는 새로운 원자로 검사 빛 감독 

제도(RlOP)를 준비하고 있다. 

나. 영국의 적용현황 

영국은 주기적안전성명가의 모든 검토주제에 대하여 운전이력을 검토하며 운 

전명가， 방사선방호 및 탐지 등의 항목에서도 운전성능을 명가하고 있다. 

다. 일본의 적용현황 

일본은 주기척안전성명가 수행시 원전 운전의 포괄적 명가분야에서 방사선 관 

리 동을 수행하고 있다. 

3. 국내 지침구성(안) 

가.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원전의 안전성능과 운전경혐의 기록을 통해 얻은 경향을 확 

인하는 것이다. 

나- 기본 원칙 

(1) 원전의 안전성능을 따악하기 위한 IAEA의 9개 명가요소를 모두 수용한다. 

(2) 안전성능을 위한 IAEA의 명가요소들은 대부분 계측제어 분야와 방사선 방호 

분야이므로 국내 명가범위를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3) 안전성능 관련 제어계통에서는 해당되는 계측제어 계통별로 사건확인 빛 분 

류하는 체계와 안전성능 지표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운전기록 유 

지 빛 운전경향 분석은 본 안전인자의 계측제어 계통과 다음의 절차서 관련 

안전인자에서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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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방사선 방호에서는 방사선 빛 피폭 등과 관련되는 사항을 다룬다. 

다. 명가범위 빛 방법 

(1) 사엽자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유지하고 안전관련 중요도를 명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전의 운영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안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분류， 명가， 요약하고 원인분석 빛 예방조치 등을 취한다. 

(3) 안전성능에 관련된 모든 지표를 펑가하고 잠재적인 안전성 문제를 부각시키 

기 위한 경향분석을 이용해야 한다. 

(4 ) 방사선 피폭 빛 방사성 방출물이 규정된 제한치 이내이며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를 준수하고 적절하게 관리되는지를 결정한다. 

라.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명가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1. 안전성능 분석 I (1) 사건확인/분류 체제 

1. 1 사건 확인 빛 분류 (1) I (2) 분석 빛 이행 체제 1. 2 운전자료 분석 (3 , 4) 
1. 3 안전성능 지표 (6) I (3) 운전기록 유지방안 
1. 4 관리방안 (2 , 5) 

I (4) 운전경향 분석 2. 방사선 방호 

5 안전성능 I ,,2. ~ 선량명가 (7) 
3. 방사성폐기물 관리 

I (5) 운전자료 반영방안 

3.1 방사선원항 (9) I (6) 안전성능지표 분석 
3.2 액체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9) 
3.3 기체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9) I (7) 소내 피폭선량기록 
3.4 고체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9) 
3.5 공정 빛 유출방사선 감시 빛 I (8) 소외 감시기록 

채취 (9 ) I (9) 방사선 방출량 기록 

마. IAEA 명가요소와의 비교 

(1) “안전관련 사건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체제”는 사건 확인 빛 분류에서 취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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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근본 원인 분석과 결과 이행에 위한 체제” 과 “안전관련 운전자료를 
운전영역에 반영”은 관리방안에서 다룬다. 

(3) “보수， 시험 빛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를 선별하고 기록하는 방 

법" “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 분석”은 운전자료의 분석에서 다룬다. 

(4 ) “각종 안전성능지표에 대한 분석”은 안전성능 지표에서 취급한다. 

(5 ) “소내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선량 기록”은 선량명가에서 다룬다. 

(6) “소외 방사선 감시 자료에 대한 기록”은 안전인자 11. 환경영향에서 다룬다. 

(7) “방사선 방출량에 대한 기록”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서 전반적으로 취급한 

다. 

채 6 철 운전경험 빛 연구결과의 활용 

1. IAEA 지침 

가.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다른 원전으로부터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평가범위 빛 방법 

(1) 우선， IAEA , OECD/NEA, WANO , INPO 둥 여러 원전 사업자 단체에 의해 수립된 

원전의 운전경험을 보급하기 위한 피드백 정보를 접수받고 펑가하기 위한 체 

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그 체제의 적합성과 평가결과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명 

가해야 한다. 

(3) 다수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각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명가보다 여 

러 원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명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검토로부터 부지 특정 요건의 이행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 펑가요소 

(1) 다른 원전과 다른 형태의 발전소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체제 

(2 ) 상기 경험에 대한 평가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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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연구계획의 결과를 입수하는 체제 

(4 ) 연구 결과에 대한 명가 및 조치 
(5 ) 상기로부터 야기되는 원전 변경 사항 

2. 외국의 적용현황 

가. 미국의 적용현황 

미국에서는 규제기관의 끊임없는 Backfi tting의 일환으로 운전경험 빛 연구결 

과들이 전반적으로 원전에 적용되고 있다. 

나. 영국의 적용현황 

영국에서도 주기적안전성명가의 일환으로 운전경험 빚 연구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다. 일본의 적용현황 

일본에서는 주기적안전성명가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본 항목이 명가되고 있 

으며 최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반영하는 여부를 주요 계통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 

고 있다. 

3. 국내 지침구성(안) 

가.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다른 원전으로부터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기본 원칙 

(1) 운전경험 빛 연구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IAEA의 5개 명가요소를 모두 반영한 

다. 

(2) 입수 빛 반영체제， 안전 빛 성능과 관련된 사항 빛 경년열화와 관련된 부분 

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각 항목별로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로 세부 절을 분리 

하어 수행한다. 이는 운전경험은 바로 반영되어야 할 항목들이 많고 연구결 

과들은 발전소별 검토를 통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3) 이러한 검토를 거쳐 변경되어야 할 항목을 목록화 한다. 

(4 ) 이러한 운전경험 빛 연구결과들은 다수의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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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주로 본 

장에서 다루고 이외의 발전소별 특기사항은 안전성분석 및 경년열화 등 해당 

장에서 취급한다. 

다. 명가 범위 빛 방법 

(1) 국내 빛 해외 원전의 운전경험과 신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수， 관리하며 

평가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2 ) 체제의 적합성여부와 명가가 적시에 수행되고 그 결과틀이 발전소 설비 개선 

등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다수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사엽자는 각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명가보다 여 
러 원전에서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명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일반적인 검토내용이 있으면 해당 원전은 부지 특정 요건의 이행을 명 

가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명가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6. 운전경험/연구 

결과활용 

표 3-6 국내명가범위 설정(안) 

1. 정보 
1. 1 운전경험 활용 (1) 
1. 2 연구결과 및 신기술 활용 (3) 

2 분석 빛 형가 
2.1 운전경험 활용 (2) 
2.2 연구결과 빛 신기술 활용 (4) 

3 해당원전 적용가능성 명가 
3.1 운전경험 활용 (2) 
3.2 연구결과 빛 신기술 활용 (4 ) 

4 조치 빛 변경사항 
4.1 운전경혐 활용 (5 ) 
4.2 

마. IAEA 명가요소와의 비교 

(1) 운전경험 입수체제 

(2) 운전경험 조치방안 

(3) 연구결과 입수체제 

(4) 연구결과 조치방안 

(5) 변경사항 목록 

(1) “다른 원전과 다른 형태의 발전소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경협을 반영하기 

위한 체제”는 경혐 정보수집 및 분류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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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경험에 대한 명가 빛 조치”는 분석 및 평가， 해당원전 적용가능성 명 
가 부분에서 고려된다. 

(3) “관련 연구계획의 결과를 입수하는 체제” 는 연구결과 정보수집 및 분류에 

반영된다. 

(4) “연구 결과에 대한 명가 빛 조치”는 분석 빛 명가， 해당원전 적용가능성 명 

가 부분에서 고려된다. 

(5) “상기로부터 야기되는 원전 변경 사항”은 조치 빛 변경사항으로 정리된다. 

처I 7 절 절차서 

1. IAEA 지침 

가- 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운전， 보수， 검사， 시험 및 변경을 위한 원전의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평가범위 및 방법 

(1) 절차서는 포괄적이고， 유효하며 그리고 정식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2) 절차서는 명확해야 하고 실제 원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최신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3) 절차서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변경 

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운전절차서는 안전해석에 사용된 가정과 일치해야 한다. 

(5) 절차서에 대한 명가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상 빛 비정상상태에 대한 운전절차서(사고와 사고후 조건 포함) 

。 보수， 시험 및 검사절차서 

O 작업허가 절차서 

O 원전설계， 절차서 및 설비의 변경을 위한 통제 절차서 

。 방사선 방호 절차서 

다- 명가요소 

(1) 모든 안전관련 절차서의 공식적인 승인 및 문서화 

(2) 절차서의 변경을 위한 공식적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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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관리조직 빛 원전 종사자의 절차서에 대한 이해 및 수용 

(4 ) 절차서가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5) 좋은 관행과의 비교시 절차서의 적합성 

(6)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7) 인적인자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8) 원전 설계， 운전 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빛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9 ) 필수안전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징후 대응적 비상운전절차 

2. 외국의 적용현황 

가. 미국의 적용현황 

미국은 개선된 표준운영관리지침서 (ISTS)의 적용을 통하여 운전 빛 보수 등의 

절차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나. 영국의 적용현황 

영국은 주기적안전성명가시에는 본 안전인자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 옐본의 적용현황 

일본의 주기적안전성명가에서는 원전 운전의 포괄적 명가분야의 운전관리에서 

정상 빛 비상 운전절차서 동 일부 절차서에 대한 명가를 수행하고 있다. 

3. 국내 지침구성(안) 

가. 목적 

본 평가의 목적은 운전， 보수， 검사， 시험 및 변경을 위한 원전의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기본 원칙 

(1) 절차서 검토를 위한 IAEA의 9개 명가요소를 모두 수용한다. 

(2) 절차서는 전체를 행정절차서 빛 운전/정비 절차서로 구분하고 각각의 작성， 

승인， 검토， 보완개정의 모든 과정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3) 단， 이해태도와 절차서의 준수와 관련된 사항은 근무자들의 교육과정에서 다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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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가 범위 몇 방법 

(1) 최소한 다음의 절차서들이 포함되어 명가되어야 한다. 

。 정상 빛 비정상상태에 대한 운전절차서(사고와 사고후 조건 포함) 

O 보수， 시험 빛 검사절차서 

。 작업허가 절차서 

O 원전설계， 절차서 빛 셜비의 변경을 위한 통제 절차서 

。 방사선 방호 절차서 

(2) 절차서의 유지， 개정， 검토， 관리 및 사용 동의 기록과 조직을 검토하여 유 

효 적절하게 운영되고 활용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절차서 내용의 명확성， 

적합성， 합리성과 최신의 관행 반영여부를 확인한다. 

(3) 운전절차서는 안전해석에 사용된 가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라.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명가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7. 절차서 

표 3-7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1. 행정절차서 
1. 1 규제지침의 준수 (3, 4) 
1. 2 절차서 작성， 승인， 변경 (1, 2, 6) 
1. 3 행정절차서 내용 (5 , 7, 8) 

2. 운전 및 정비절차서 
2.1 운전절차서 (5 , 7, 8, 9) 
2.2 기타절차서 (5, 7, 8) 
2.3 절차서의 준비 (6) 

마. IAEA 명가요소와의 비교 

(1) “모든 안전관련 절차서의 공식적인 승인 및 문서화" “절차서의 변경을 위한 

공식적인 체제” 빛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은 절차서 작 

성， 승인， 변경에서 명가한다. 

(2) “관리조직 및 원전 종사자의 절차서에 대한 이해 빛 수용” 빛 “절차서가 준 

수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규제지침의 준수에 포함된다. 

(3 ) “좋은 관행과의 비교시 절차서의 적합성 “인적인자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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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명확성” 및 “원전 설계， 운전 경험， 안전성 분석의 가정 빛 결과와 절 

차서의 부합성”은 행정절차서 내용， 운전절차서 및 기타절차서 항목에 포함 

된다. 

(4) “필수안전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징후 대응적 비상운전절차”는 운전절차서 내 
용에 포함된다. 

(5) “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빛 보완 계획”은 절차서의 준비에 포함시킨다. 

저I 8 철 조직 빛 행정 

1. IAEA 지침 

가. 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조직과 행정이 원전의 안전운전에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 

이다. 

나. 명가범위 빛 방법 

(1) 조직과 행정은 인적인자와 함께 안전문화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조직과 행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좋은 관행을 따르고， 허용 

할 수 없는 위험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조직과 행정을 명가해야 

한다. 

(2) 관리， 조직구성 통제， 기술 빛 계약상의 지원， 훈련， 품질보증， 기록 및 규 

제와 또 다른 법령 요건의 준수 동이 검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검토대상의 일부는 운영 조직이 자체의 일을 명가하는 방식으로 검토되므로 

그러한 조직을 객관적으로 명가하기 어렵고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 

다. 

다. 명가요소 

(1) 운전과 안전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 

(2) 안전이 생산성에 우선하는 정책 빛 그 이행 

(3) 문서화된 개인 빛 그룹의 역할 빛 책임 

(4 ) 조직 빛 관리 실패와 관련된 경험을 포함하여 직원에게 경험을 반영하기 위 
한절차 

(5) 원전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빛 문서화 

닮
 



(6) 외부 기술 빛 보수 인력 흑은 다른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한 공식적인 체제 
(7 ) 직원 훈련 시설 및 계획 

(8) 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 감사와 품질보증 계획 

(9) 규제 요건의 준수 

(1 0 )기준 정보， 운전과 보수이력의 포괄적이고，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감사가 가 

능한기록 

2. 외국의 적용현황 

가. 미국의 적용현황 

미국에서는 초기인허가 시에 관리 빛 기술지원조직， 운전조직 동에 대한 요건 

을 규정하지만 정기적 형가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영국의 적용현항 

영국에서는 주기적안전성명가(PSR)의 주요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일본의 적용현황 

일본의 경우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의 원전운전의 포괄적 경험 항목에서 조직 

관점， 운전관리 등으로 크게 나누어 운전자 교대， 교육 빛 훈련， 운전팀장 빛 

감독자의 자격， 운전기록부， 인수 인계， 회의운전관리 둥을 검토하고 보수관리 

영역에서 품질보증의 일부로 정기 품질감사 등의 상세항목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3. 국내 지침구성(안) 

가.목적 

본 평가의 목적은 조직과 행정이 원전의 안전운전에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 

이다. 

나- 기본 원칙 

(1) 조직 및 행정에 관한 IAEA의 107fl 평가요소를 모두 수용한다. 

(2) 조직과 행정에 대하여 운영조직 빚 교육훈련 분야와 점검 및 검사 분야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다음 장(3.9)의 인적인자와 중복되는 항목은 공통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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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본 장의 점검 빛 검사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다. 명가범위 및 방법 

(1) 원전안전을 위한 모든 종사자의 인식과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는 문화정착의 

관점에서 명가되어야 한다. 

(2) 운영 조직이 자체의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성이 보장 

되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수행한다. 

(3) 명가는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명가결과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 

다. 

라. 국내 명가범위 셜정안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명가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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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AEA 명가요소와의 버꼬 
(1) “운전과 안전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 “안전이 생산성에 우선하는 정책 

빚 그 이행" “조직 빛 관리 실패와 관련된 경험을 포함하여 직원에게 경험 

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빛 “원전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빛 문서화” 요소는 운영조직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2) “문서화된 개인 빛 그룹의 역할 빛 책임" “원전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 

하기 위한 방볍 빛 문서화” 빛 “규제 요건의 준수” 요소는 책임과 권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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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3) “외부 기술 빛 보수 인력 혹은 다른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한 공
식적인 체제” 

요소는 직원의 자격요건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4) “직원 훈련 시설 빛 계획” 빛 “규제 요건의 준수” 요소는 발전
소 종사자 교 

육 빛 훈련기록 등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5) “독립된 명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 감사와 품질보증 계획”
 요소는 소내 

검토 빛 독립된 전문가 검토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6) “기준 정보， 운전과 보수이력의 포괄적이고， 쉽게 검색이 가능
하고 감사가 

가능한 기록” 요소는 감사계획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져I 9 철 언적언자 

1. IAEA 지침 

가.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인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명가범위 및 방법 

(1) 조직과 행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좋은 관행을 따르고， 허용할 수
 없는 위 

험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인자의 상태를 명가해야 한
다. 

(2) 명가는 범위가 넓고， 직원구성， 채용 빛 훈련， 직원 관련현안， 
절차서의 형 

태 빛 인간-기계간의 연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 걸쳐 적절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 

(3) 운영조직이 자신들의 본질적인 인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명가하기
에는 어려움 

이 수반되므로 특정 요소에 대해서 외부의 자문그룹 또는 가능하
다면 전문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다. 

다. 명가요소 

(1) 결근， 교대 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관리 수준
 

(2) 자격이 있는 직원의 상시 임무 수행 

(3)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원 선택 방법(적성， 지식 및 기능시험) 

(4 ) 시율레이터 이용을 포함한 초기， 재충전 빛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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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히 관리직을 위해 준비된 안전문화에 대한 훈련 

(6) 작엽 시간， 건강， 물자 남용과 관련된 의무 지침의 적합성 

(7) 운전， 보수， 기술 및 관리 직원의 권능 요건 

(8) 인간-기계 연계성 : 제어설과 다른 작업실 설계 ; 인적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분석 

2. 외국의 적용현항 

가. 미국의 적용현황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입수되는 운영자사건보고서 (LER) . 검사보고서(IR) . 시 
험보고서 (ER) 등을 통한 개별원전의 인적성능을 수집하여 인적인자정보계통 

(HFIS)을 이용하여 공포한다. 

나. 영국의 적용현황 

영국에서는 주기적안전성명가(PSR)의 주요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일본의 적용현황 

일본의 경우도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의 운전관리 측면의 조직 관련 항목에 

일부 중복적으로 포함되지만 주요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국내 지침구성(안) 

가. 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인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 기본 원칙 

(1) 인적인자에 관한 IAEA의 8개 명가요소를 모두 수용한다. 

(2) 인적인자의 명가요소중 많은 부분은 조직 빛 행정의 교육부분과 중복되므로 

운영조직과 교육훈련 부분에서 취급하고 본 장에서는 인간기계 연계성을 중 

점적으로 취급한다. 

(3) 인간공학은 인간-기계의 연계성에 대하여 제어실 등 주요 작업실에 적용되도 

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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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가범위 빛 방법 

(1) 인적요인에 의하여 허용할 수 없는 위혐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인적인자의 상태를 명가해야 한다. 

(2) 명가는 범위가 넓고， 직원구성， 채용 빛 훈련， 직원 관련현안， 절차서의 형 

태 빛 인간-기계간의 연계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 걸쳐 적절한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어야 한다. 

(3)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특정 요소에 대해서 외부의 자문그룹 또는 가능하다 

면 전문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평가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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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관리방안 

(2) 자격직원 임무수행 

(3) 직원 선택방안 

(4) 능력향상 훈련계획 

(5) 안전문화 훈련 

(6) 근무지침 적합성 

(7) 직원 권능요건 

(8) 인간기계 연계성 

마. IAEA 명가요소와의 비쿄 

(1) “결근， 교대 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관리 수준”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원 선택 방법(적성， 지식 및 기능시험)" 요소는 인 

사관리 항목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2) “자격이 있는 직원의 상시 임무 수행" “작업 시간， 건강， 물자 남용과 관련 

된 의무 지침의 적합성” 빛 “운전， 보수， 기술 및 관리 직원의 권능 요건” 

요소는 자격관리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3) “시률레이터 이용을 포함한 초기， 재충전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 계획” 빛 

“특히 관리직을 위해 준비된 안전문화에 대한 훈련” 요소는 경력관리에 포함 

시켜 수행한다. 

(4 ) “인간-기계 연계성 : 제어실과 다른 작업실 설계 ; 인적정보요건과 엽무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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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 요소는 인적인자 전반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재 10 절 비상계획 

1. IAEA 지침 

가. 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사업자가 비상사태에 대웅하기 위한 적합한 계획과 인원， 

설비 빛 기기를 갖추고 있고 사엽자의 체제가 지방/중앙 정부기구와 적절한 협조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명가 범위 빛 방법 

(1) 방사성 물질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만족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전반적인 명가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2) 비상계획서는 현재의 안전성 분석과 사고완화 연구 빛 좋은 관행에 따라 유 

지되어야 한다. 

(3) 비상훈련은 부지 내 • 외 요원의 역할， 설비에 대해 필요한 기능(통신설비포 

함) 빛 비상계획의 적합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결점을 입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4) 원전 부지 빛 용도， 원전과 비상장비의 보수 및 저장과 관련된 조직， 부지 

주변의 산업， 상업 및 주택의 개발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고려되었는지를 검 

토한다. 

다. 명가요소 

(1) 사고완화에 대한 연구 

(2) 비상시를 위한 전략 및 조직 

(3) 비상시를 위한 계획서 및 절차서 

(4) 비상시를 위한 내부 기기와 설비 

(5) 소내 · 외 비상 센터 

(6) 통신 

(7) 비상훈련， 연습 및 경험 

(8) 규제조직， 경찰， 소방조직， 병원， 비상구급차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공단 

체， 빛 정보 매체와 같은 관련 조직의 상호 공조 

(9) 비상계획 빛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명가계획 

(1 0)비상시를 위한 보안 계획 

- 61 -



(11 )7-1 역 인구 분포 

2. 외국의 적용현황 

가. 미국의 적용현황 

미국에서는 발전소성능명가(PPR) 및 원자로검사 및 감시 (RlOP) 제도를 통하 

여 성능지수(PI)를 정기적으로 명가한다. 

나. 영국의 적용현황 

영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형가(PSR)의 주요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일본의 적용현황 

일본의 경우 원전 운전경혐의 포괄적 명가 항목의 일부로서 발전소비상계획을 

검토하며 세부항목으로， 

。 비상시 연락， 피난 빛 의료처리 수행을 위한 비상계획 수립 빛 기쿠 설치 

。 휴대용 방사농측정기 동의 비상용 장비의 준비 

。 정기적인 비상훈련의 실시 

동의 항목으로 나누어 명가하고 있다. 

3. 국내 지첨구성(안) 

가. 목적 

본 명가의 목적은 사업자가 비상사태에 대웅하기 위한 적합한 계획과 인원， 

설비 빛 기기를 갖추고 있고 사업자의 체제가 지방/중앙 정부기구와 적절한 협조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기본 원칙 

(1) 비상계획에 관한 IAEA의 11 개 멍가요소를 모두 수용한다. 

(2) 비상계획의 평가요소는 크게 발전소 차원의 대응방안과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하는 비상계획으로 구분한다. 

(3) 국내법상 과기처 고시 제98-13호(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방사선 비상계획 수 

립 빛 조치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대부분 이를 대체하도록 한다. 

(4 ) 단， 지역 인구분포는 앞의 인자(1. 원전의 불리적 조건)에서 포함되었으므로 

- 62 -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추가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 명가범위 빛 방법 

(1) 원전에서 비상계획이 만족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도록 전반적인 

명가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2) 비상계획서는 현재의 안전성 분석과 사고완화 연구 빛 좋은 관행에 따라 유 

지되어야 한다. 

(3) 비상훈련은 부지 내 • 외 요원의 역할， 설비에 대해 필요한 기능(통신설비포 

함) 및 비상계획의 적합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결점을 입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4) 원전 부지 빛 용도， 원전과 비상장비의 보수 및 저장과 관련된 조직， 부지 

주변의 산업， 상업 및 주택의 개발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고려되었는지를 검 

토한다. 

라. 국내 명가범위 설정얀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명가범위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0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1. 계획 수핍 및 운용 (2 , 3) 

2. 비상발령 빛 설비 (4 , 5, 6, 8) 

3. 사고평가 빛 조치 (1) 
10. 비상계획 ! • 

4. 비상대응태세 유지 및 관리 

4.1 교육 및 훈련 (7) 

4.2 비상계획의 유지 (9 , 10) 

(11) 지역 인구분포 

마. IAEA 명가요소와의 비교 

(1) “사고완화에 대한 연구” 요소는 사고평가 빛 조치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2) “비상시를 위한 전략 빛 조직” 및 “비상시를 위한 계획서 및 절차서” 는 계 

획수립 빛 운용에서 명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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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시를 위한 내부 기기와 설비 “소내 · 외 비상 센터" “통신” 빛 “규제 

조직， 경찰， 소방조직， 병원， 비상구급차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보 매체와 같은 관련 조직의 상호 공조”는 비상발령 및 설비에 포함된 

다. 

(4 ) “비상훈련， 연습 및 경험”은 교육 빛 훈련에 포함된다. 

(5) “비상계획 빛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계획”과 “비상시를 위한 보안 계획” 

은 비상계획의 유지에 포함시킨다. 

(6) “지역 인구 분포”는 안전인자 1. 원전의 실제 물리적 조건의 부지특성에 포 

합시켜 수행한다. 

채 11 절 환경영향 

1. IAEA 지침 

가. 목적 

본 펑가의 목적은 사업자에 대한 원전의 환경영향 감시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명가범위 빛 방법 

(1) 사업자는 원전 부지 주변의 방사성 핵종농도와 같은 방사선학적 자료를 제공 

하는 효과적인 감시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이 운전되기 이전에 측정한 값과 

비교되어야 한다. 

(2) 이 프로그램이 모든 관련된 환경적인 관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 

하게 포괄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환경에 대한 원전의 방사선 영향은 자연 

방사선원으로 인한 영향과 현저한 차이가 나지 말아야 한다. 

다. 명가요소 

(1) 유출물 방출 제한치 

(2) 유출불 방출 기록 

(3 ) 소외 지역에 대한 오염 빚 방사선 준위의 감시 

(4) 소내 시설물로부터의 계획되지 않은 유출불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경보장치 
(5) 환경자료 발간 

(6) 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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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적용현황 

가. 미국의 적용현황 

(1) 미국에서는 발전소성능펑가(PPR) 빛 원자로검사 및 감사 (RlOP) 제도를 통하 

여 누적 방사선량， 폐기물 발생량 등의 성능지수(PI)를 정기적으로 명가한 

다. 

(2) 미국에서는 운영허가 갱신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명가는 10CFR51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의 운영허가 관련 요건에 따라 환경 

명가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 영국의 적용현황 

영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의 주요항목으로서 방사선 영향명가를 수행 

하고 있다. 

다. 일본의 적용현황 

방사선 관리 빛 방사성물질 관리 동에 대하여 운전기록을 검토하나 구체적인 

환경영향 명가는 주기적안전성명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국내 지침구성(안) 

가- 목척 

본 명가의 목적은 사업자에 대한 원전의 환경영향 감시에 대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 기본 원칙 

(1) 환경 영 향에 관한 IAEA의 6개 평 가요소를 모두 수용한다. 

(2) 환경영향의 명가요소는 크게 방사성폐기물관리와 환경평가로 구분하여 기술 

한다. 

(3) 과기처 고시 제 96-31호(원자력관계시설 주변의 환경조사 및 영향명가에 관 

한 규정) 빛 고시 제 98-10호(원자력관계시설 방사선영향명가서 작성 동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본 인자의 명가범위와 유사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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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가범위 빛 방법 

(1) 사업자는 원전 부지주변의 방사선학적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자료는 원전이 운전되기 이전에 측정한 값과 비쿄되어 

야 하며，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원전과 관련되지 않은 인자들을 고려하여 해 

명해야 한다. 

(2) 이 프로그램이 모든 관련된 환경적인 관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 

하게 포괄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라- 국내 명가범위 설정안 

상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내 명가범위를 설청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1 국내 펑가범위 설정(안) 

1. 1 부지의 현황 (6) 

11 환경영향 I 1. 2 환경 방사선/능 현항 (3) 

2. 발전소의 현황 (1, 2, 4) 
3. 

마. IAEA 명가요소와의 비교 
(1) “유출물 방출 제한치" “방출 기록” 및 “소내시설물로부터 계획되지 않은 유 

출물 방출에 대비한 경보장치”는 발전소의 현황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2) 그러고， “소외 지역에 대한 오염 빛 방사선 준위의 감시“ 요소는 환경방사선 
/능 현황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3) “환경자료의 발간” 요소는 환경감시 계획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4) “토지이용의 변화”는 1절의 원전의 실제 물리적 조건의 부지특성에 포함시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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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기적안전성평가 지침의 구성방안 

저I 1 절 개요 

제2장에서는 해외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수행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IAEA 의 규제지침에 대한 검토로부터 국내에 적용 가능한 주기적안전성명가의 대 

상범위를 선정하였다. 해외의 수행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원전국들의 경우 

IAEA의 안전 지침을 똑같이 따르기보다는 내용상으로는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주 

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주요 목차 구성은 가급적 각 나라별 관행에 맞도록 만 

들어져 있다. 이러한 지침의 구성은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원전관련 안전활동 빛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운영허가 둥의 법적 효력과도 연관이 있다. 유럽과 일본 동 

의 명가보고서의 구성상 특징은 대체로 자국 원전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SAR)에 

근거하면서 주기적안전성명가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동향과 IAEA 지침을 근거로 선정된 국내용 주기적안전성명가의 대상 

범위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국내에 적합한 규제지침의 구성방안을 수립하기 위 

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첫째로， IAEA의 기본 지침을 가 

급적 그대로 가져오는 방안과 둘째로， 우리와 관습상 유사성이 많고 참조가 쉬운 

일본의 명가보고서를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셋째로， 국내 표준원전의 안전성분 

석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지침 목차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비교， 검토하기로 한 

다. 

채 2 철 IAEA식 구성안 (채I 안) 

1. 구성방법 및 특정 

가능한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지침을 토대로 하여 원안에 충실하도록 명가 

요소들을 요약， 단순화하여 작성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상세분류 방법이 표 부 

록 A-6 에 있음) 이 방법은 IAEA 지침의 안전인자별로 장을 구성하여 평가요소를 

분류하고 하부에 국내 원전의 해당 계통 빛 기기를 세부 항목으로서 구성하는 방 

안이다. 그 특징은 IAEA의 지침을 지속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대 

외적으로는 IAEA의 지침에 가장 충실한 구성으로서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정성적 항목의 적용이 애매할 수 있고 발전소 운영자의 측면에서는 

명소의 원전운전을 통해서 보유하는 기록 이외의 준비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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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초기 적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주요목차의 구성(안) 

가. 원전의 실제 물리적 조건 

나. 안전성 분석 

다. 기기의 검증 

라. 경년열화 

마. 안전성능 

바. 운전경험과 연구결과의 활용 

사. 절차서 

아. 조직 빛 행정 

자. 인적인자 

차. 비상계획 

카. 환경영향 

채 3 절 일본식 구성안 (채2안) 

1. 구성방법 및 특정 

본 방안은 일본의 PSR수행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목차 

구성으로서 주기안전명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는 주요 3항목(운전경험의 포괄적 

명가， 최신 기술의 반영， 확률론적 안전성분석)만을 주로 강조하여 상세항목에 

기존 원천의 주요계통을 분류하여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우리와 문 

화가 비슷한 이웃나라의 앞선 시행 경험을 참조하는 방안인데 적용 방법， 경험， 

문서 동의 참조가 비교적 용이하고 명가보고서의 전반적 구성이 간단하여 사업자 

선호할 수 있는 안이다. 다만，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 나머지 

안전항목에 대한 방안수립이 필요하며 사엽자 자체의 예방보수 활동이 아직 미성 

숙한 국내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2. 주요 목차의 구성(안) 

가. 개요 

나. 발전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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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전 운전경혐의 포괄적 명가 

라. 최신 전문적 기술의 반영 

마. 확률론적 안전평가 

바. 요약 

채 4 철 국내 SAR식 구성안 (재3안) 

1. 구성방법 빛 특정 

이 방안은 국내 표준원전인 울진 3, 4호기 FSAR 목차를 기준으로 하여 그 구 

성을 크게 바꾸지 않고 주기안전명가의 주요 안전인자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그 

특정은 기존 항목의 틀을 가능한 유지하고 일부만 수정하여 계통별 주요 안전항 

목을 상세항목으로 삽입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앞의 1 ， 2안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으로서 사업자와 규제자 모두 기존의 조직 빛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기술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구성상 유럽의 방식과 유사하 

면서도 우리 고유한 지침의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주요목차틀의 범위 

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으며 원전별로 SAR의 구성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 

용시 일부 구성을 수정하여야 한다. 

2. 주요 목차의 구성(안)[7] 

가. 개요 빛 발전소 일반사항 

나. 부지 특성 

다. 구조물， 부품， 기기 빛 계통의 설계 

라. 원자로 

마.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관련계통 

바. 공학적안전설비 

사. 계측 제어 

아. 전력계통 

자. 보조계통 

차. 동력변환계통 

카. 방사성폐기물 관리 

타. 방사선 방호 

따. 발전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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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환경영향 명가 

거. 

너 

더 

러. 

사고해석 

절차서 

기기 품질보증 빛 안전성능 분석 

인간공학 

부록 1 수명 연장과 연계시 적용사항 

부록 II 참고문헌 

채 5 철 섬사지침 목차(안) 종합비교 

1. 장단점 비요 

앞의 세 가지 주요 목차 안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아래 표 4.5-1 

에 보였다. 검토결과 세 가지 안 중에서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제 3안이 가장 효 

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IAEA의 안전인자들을 상세 

히 검토하고 본 장에서 조사한 해외 주요국가의 현황을 토대로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명가범위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검토결과 

유럽의 방식과 유사하게 안전과 관변된 주요계통에 대하여 운전경혐의 활용， 

신기술의 적용， 노화관리 동의 항목을 주로 검토하고 나머지 안전인자들을 골고 

루 적용하여 수정，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제 3안의 경우 SAR의 주 

요 목차를 IAEA 안전인자와 비교해 보면 실제로 딱 틀어맞지는 않는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SAR의 주요 목차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IAEA 안전인자 및 명가요소 

를 전체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지침의 구성방안을 설정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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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PSR 지침목차 구성 방안의 비교 

목차구성 방안 했‘C 줬 단 참 

。구체적인 참조 지침과 적 

제 l 안 용기준이 없음 
10IAEA의 지침과 동일하므l 

IAEA 지칙 끈거 1 0 본 지침에 의한 적용사례 l 로 가장 근접한 방법 l | 가 없어 규제/시행이 어 
1 0 포괄적인 수준에서 전체 l o 11 개 안전인자별로 " 려움 
| 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1 

상세 명가 대상/범위 ,_, _.~ 1 0 일부 정성적 항목의 적용 
| 지침 보유 | 

선정하여 이 애매하고 중복되는 부 
10IAEA 요건에 가장 만족 ! 

지침을 작성하는 방안- '-- ., 분존재 

제 2안 

임부보고서 구성음 참조 

O 주요 3항목 강조 

- 운전경혐의 포괄적 명 

가 

- 최신 기술의 반영 

- 확률론적안전성분석 

。 상세항목은 기존원전의 

주요계통 대상 

제 3안 

。사업자 초기수행이 곤란 

。적용 방법， 경험， 문서 

등의 참조가 비교적 용1 0 IAEA 11개 안전인자와 관 

이 l 련성이 모호함 
。기존에 관련된 명가활동1 0 11개 인자와 비교시 부족 

이 많이 수행된 경우! 안전항목에 대한 별도의 

PSR만의 형가보고서는l 방안수립이 필요함 

전반적 구성이 간단하여 10 사업자 자체 예방보수 활 

사업자선호 

。지침 구성도 간단하게 

작성가능 

。 SAR 작성 빛 규제 경험 

에 따른 조직/인력 활용 

동이 아직 미성숙한 국내 

환경에 적절치 않음 

l 가능 1 

표준원천의 SAR름 착조 , _, ~ > ~ ,. 1 0 SAR의 구성이 원전별로 
10IAEA 지침을 수용가능 1 

| 다소 차이가 존재 
1 0 유럽의 목차구성 개념과| 

。 SAR 의 기존 항목 틀을 '1 0 안전인자와 완전히 일치 
) 도 1 유사성이 있음 | 

유지하고 일부만을 , - .1 하지는 않음 
l 。국내의 현실을 고려할l 

PSR과 일치되게 수정 .. ~I 0 직접적인 참조 자료가 부 
| 때， 규제자와 사업자 모l 

O 계통별 주요 안전항목을 ! 두의 입장에서 유리 1 

상세항목으로 삽님 1 

10 한국 고유의 PSR 구성 

체계 마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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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국내 평가범위의 지침의 구성 



제 5 장 국내 평가범위의 지침의 구성 

져I 1 절 개요 

본 장에서는 제 3장에서의 IAEA 규제지침에 대한 컴토로부터 국내에 적용 가 

능한 주기적안전성명가의 대상범위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 제 4장의 검토결과인 

국내 SAR를 기초로 한 방안을 가지고 국내 멍가범위의 목차를 구성하고자 한다. 

SAR를 기초로 할 경우， 대상 원전별로 내용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차이 

가 수행에 영향을 줄만큼 크지 않으므로 가급적 국내 최신 원전의 SAR를 하나의 

모델로 참조하기로 하였다. [7 , 8] 이에 따라 우선 국내 최신 원전의 대표적인 표 

준 원자로에 대해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울진 3 ， 4호기의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를 목차구성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채 2 절 지침의 기본골격 

1. 작성원칙 

PSR의 기본철학이 신규 원전수준의 안전성 향상이고， 외국의 경우도 자국의 FSAR 

를 많이 참조하고 있으므로 국내 표준 원전인 울진 3, 4 호기의 FSAR을 목차 선정의 

기준으로 하였다. (표 5-1 , 5-2 참조) 구성방법은 우선 FSAR의 목차 중에서 절 단위 

(x. x) 까지는 변경 없이 최대한 활용하되 주요목차가 결정된 이후 해당 상세목차의 

내용은 PSR 내용으로 작성한다. 즉， 전체 구성은 FSAR 형태를 참조하되 그 내용은 

PSR관련 내용이 된다. 그러고， PSR 내용 증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은 해당 FSAR 내용 

을 참조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특기사항 

PSR 보고서 주요 목차 중에서 면AR와의 차이나는 부분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한 

정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작성한다. 예로서， 4장에서 10장까지의 철(x.x)이하 수준 

은 앞의 3장에서 설정한 경년열화 방법론에 따라 작성하기로 한다. (주요목차는 SSC 

별로 나누되 상세목차는 대부분 동일하게 작성함) 또， 17장은 운전경험/신기술， 안전 

성능 관련 사항으로 대체하여 작성한다. (즉， 품질보증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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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PSR 보고서 목차 빛 내용 구성방안(114 ) 

L 발전소 얼반사항 
1. 1 개요 
1. 2 발전소 일반설명 
1. 3 비교표(유사설비 설계와의 비교) 
1. 4 대리인과 계약자 명시 
1. 5 기술정보 요구사항 
1. 6 주요 참고자료 
1. 7 도면 빛 기타 상세자료 
1.8 미국 규제지침서 빛 TMI-2 조치사항 

2. 부지특성 
2.1 지리와 인구 
2.2 인접 산업시설 
2.3 기상 
2.4 수문공학 
2.5 지질， 지진 및 지반공학 

3. 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3.1 미국 NRC의 일반 설계기준 준수 
3.2 구조물， 기기 및 계통의 분류 
3.3 풍하중 빛 회오리바람 하중 
3.4 수위(홍수) 설계 
3.5 비산물 방호 
3.6 가상 배관따손에 따른 동적영향 방호 
3. 7 내진설계 
3.8 안전관련 구조물의 설계 
3.9 기계 계통 기기 

3.10 기계와 전기 기기의 내진과 동적 검증 
3.11 기계， 전기 기기의 내환경 설계 빛 검증 
3.12 경년열화 

4. 원자로 
4.1 개요 
4.2 핵연료계통설계 
4.3 핵설계 
4.4 열수력 설계 
4.5 원자로 재료 
4.6 반응도 제어계통의 기능 설계 

5. 원자로 냉각채 채통 및 관련계통 
5. 1 원자로 냉각재 계통 빛 관련계통 
5.2 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5.3 원자로 용기 
5.4 기기 및 부속계통 설계 

뭄리적 조꺼의 발전소 일반적인 공통사항 
을 해당 절에서 기술 

*1. 3 비교표는 유사설비 설계와의 비교내용 

볼리적 조건， 안천섞 분석， 봐갚겐휠， 활경 
옆향과 관련되는 부지특성을 기술 

경념휠환， 안전섞 부석과 관련되는 원전 
전체의 공통적인 설계내용 기술 

기기걱쥬. 격년염화 관련 공통사항 기술 

경녕월환 멍가 내용을 기술 
운천;겸험/선기숭 내용 중 Speci f i c SSCs 
해CJ내용을 기술 

* 예로서 4.3, 4.4와 같은 절은 주로 
운전경험/신기술 내용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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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PSR 보고서 목차 및 내용 구성방안(2/4) 

6. 공학적 안전셜벼 
6.1 공학적 안전설비 재료 
6.2 격납건물계통 
6.3 비상노섬냉각계통 
6.4 주제어설 거주성계통 
6.5 핵분열 생성물 제거 빛 제어계통 
6.6 Class 2 , 3 기기의 가동중검사 

7. 계측채어계통 
7.1 개요 
7.2 원자로 보호계통 
7.3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7.4 안전정지계통 
7.5 안전관련 지시계측장비 
7.6 안전에 필요한 기타 계통 
7. 7 안전기능이 요구되지 않는 
제어계통 

8. 전력체통 
8.1 개요 
8.2 소외 전력계통 
8.3 소내 전력계통 

9. 보조계통 
9.1 핵연료 저장 및 취급 
9.2 용수계통 
9.3 공정보조설비 
9.4 공기조화계통 
9.5 기타 보조계통 

10. 동력변환계통 
10.1 개요 
10.2 터빈발전기 
10.3 주증기계통 
10.4 동력변환계통의 기타 특성 

11. 방사성 화l기물 관랴 
11. 1 방사성원항 
11. 2 액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통 
11. 3 기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통 
11. 4 고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통 
11. 5 공정 및 유출물 방사선 감시 및 

시료채취계통 

* 각 절 차원에서 경년열화는 다음을 포함 
1. 상세 sscs 분류 빛 선정 
2 해당 경년열화 현상 

3 경년열화 명가 

4 잔여수명 및 안전여유 명가 

5 경년열화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 

* 해당 SSCs Specific한 운전경험/신기술은 

설계， 운전， 보수， 검사자료의 일부로 포함 

* 계측제어계통에서는 앞죄성높과 관련되는 
내용포함 

앞죄접높 내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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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PSR 보고서 목차 빛 내용 구성방안(3/4) 

12. 방사선 방호 11 앞죄성늪 내용 기술 
12.1 작업 방사선 피폭선로L을 합리적으로 

성취 가능한 한 낮게(따매A) 유지 
하기 위한보장 

12.2 방사선원 
12.3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12.4 선량 멍가 
12.5 보건물리 계획 

13. 발전소 운영 
l l3 1 운영조직 

13.2 교육훈련 

13.3 비상계획 

13.4 점검 및 검사 

13.5 발전소 절차서 

13.6 발전소 보안 

14. 초기 시험 프로그램 
14.1 PSAR에 포함할 특기사항 
14.2 FSAR에 포함할 특기사항 

15. 사고해석 
15.0 구성 및 방법론 
15.1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15.2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15.3 원자로 냉각재 유량감소 
15.4 반웅도 빛 출력분포 이상 
15.5 원자로 냉각채 재고량 증가 
15.6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감소 
15.7 부계통 또는 기기로부터 방사성 

물질의 방출 
15.8 정지불능 예상과도상태(ATWS) 

16. 운영기술지침 (고리 I호기 인용) 
16.1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16.2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16.3 원자로 냉각재 유량감소 
16.4 반웅도 및 출력분포 이상 
16.5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증가 
16.6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감소 

1 [조직빙햇첫 잎절외좌내용 

]1 많겐휠내용 

]1 조직빛햇적내용 

1 I 할냄，샘짚높내용 

1 I 조직빙햇첫일부 

l 경념혈환 명가를 위한 초기시험 내용 

안천섯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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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PSR 보고서 목차 빛 내용 구성방안(4/4) 

11. 품질보증 
17.1 설계 및 건설 동안의 품질보증 
17.2 주제어실 설계 

18. 인간공학 
18. 1 서론 
18.2 주제어실 설계 
18.3 안전변수 지시계통 
18.4 원격정지반 

운천격헌/선기숨. <?}천섞뉴 관련 해당사항 

* PSR에서는 QA는 독립취급 안 함 

잎점인잔의 뻐 l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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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침의 구성(예) (119) 

‘ 장 철 $ι < 써주 요 내 용γ지 ?씬、 

- 대상 원전의 PSR 요약 

1. 1 개요 - PSR 제출서류 목록 

- 종합적 명가결과 

- 부지 설명 빛 발전소 배치 

- 핵증기공급계통 (NSSS) 요약 

1. 2 발전소 일반사항 - 소내외 지원시설 

- 주요 설계기준 

- 계통 개요 

1. 3 설계비교 - 유사 설계 원전과의 비교 

1. 발전소 1. 4 대리인과 계약자 - PSR 수행주체가 사엽자가 아닐 경우 

일반사항 명시 해당 

- 설계 및 기준의 변경， 누적 영향 검토 

1. 5 기술정보 요구사항 - 최신 정보에 의한 영향분석 빛 

자료갱신 

1. 6 주요 참고자료 - PSR 수행시 참고자료 목록 

1. 7 도면 및 기타 
- 관련도면 빛 설계문서 

상세자료 

1. 8 규제지침서 빛 
- 설계 및 기준의 변경， 누적 영향 검토 

- 최신 정보에 의한 영향분석 빛 
TMI-2 조치사항 

자료갱신 

- 주변특성 설명 

2.1 지리와 인구 - 원전주변의 인구분포 빛 인구밀도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변화 

2.2 인첩 산업시설 
- 주변 산업시설 

- 교통시설(공항， 도로 빛 철도 등) 

2.3 기 상 
- 지역적인 기후조건 

2. 부지 특성 - 통계상 기상의 변화영향 

- 외부적(홍수， 댐따과， A나미 등) 

2.4 수문공학 
범람 영향 

- 내부적(사고 등에 의한 확산) 범람 

o。j i5 。t

2.5 지질， 지진 및 - 재해유발 부지특성 

지반공학 - 지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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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침의 구성(예) (2/9) 

| 장 ι ; ’§ 댄ν 縮 ‘ ’ ι ;주요 내;、용 쫓 

3.1 규제기관의 일반 - 최선 PSR 규제지침의 준수여부 

설계기준준수 - 현행 기술기준(CLB)의 비교 

3.2 구조물， 기기 및 
- SSCs의 분류 빚 기능설명 

계통의분류 

3.3 풍하중 빛 회오리 
- 설계 빛 기준의 변경， 누적 영향 검토 

바람하중 

3.4 수위(홍수) 설계 - 설계 빛 기준의 변경， 누적 영향 검토 

3.5 비산물 방호 - 설계 빛 기준의 변경， 누적 영향 검토 

3.6 가상 배관파손에 
- 설계 빚 기준의 변경， 누적 영향 검토 

따른동적영향방호 

3.7 내진설계 - 설계 및 기준의 변경， 누적 영향 검토 

3.8 안전관련 구조물 
- 설계 빛 기준의 변경， 누적 영향 검토 l 

의 설계 

3.9 기계 계통 및 기기 - 설계 및 기준의 변경， 누적 영향 검토 

3. 구조물， - 검증기기 목록 빛 절차 

부품， 기기 - 검증보고서 빛 관련문서(품질사양， 

빛 계통의 3.10 기계， 전기기기의 
품질계획 등) 

설계 내진과동적 검증 
- 품질유지 절차서 

- 고장 영향 분석 빛 시정조치 

- 열화영향 검토 

- 검증조치 기록 

- 검증기기 목록 빛 절차 

3.11 기계， 전기기기의 - 기기의 환경보호 현황 

내환경 설계 빛 - :;1 갓-。 여 。 하 。 부 그\.!...서 ~ ~ 송1 시 l 처 。조치 ! 

{1τ;xr - 검증조치 기록 

- 품질유지 절차서 

일반사항 

- 상세 SSCs 분류 및 선정 

3.12 경년열화 
- 경년열화 메카니즘 

열화펑가 및 현장검사 

- 잔여수명 빛 안전여유 

- 경년열화관리 빛 완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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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침의 구성(예) (3/9) 

，절 

4.1 개요 

4.2 핵연료 계통설계 

4. 원자로 4.3 핵설계 

4.4 열수력 설계 

4.5 원자로 재료 

4.6 반응도 제어계통의 

기능설계 

- 설계 기준의 검토(CLB) 

- 계통설명 빛 설계도면 

- 시험， 검사 결과 빚 보수기록 검토 

- 현재 설비상태 

- 경년열화 관리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 경년열화 관리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 경년열화 관리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 경년열화 관리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 경년열화 관리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 설계 기준의 검토 

5.1 원자로 냉각재 계통 1 - 계통설명 빛 설계도면 

빛 관련계통 1- 시험， 검사 결과 빛 보수기록 검토 
- 현재 설비상태 

- 경년열화 관리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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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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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원자로 용기 

5.4 기기 빛 부속계통 

설계 

- 경년열화 관리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 경년열화 관리 

- 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6. 공학적 안전 

설비 

- 설계 기준의 검토(CLB) 

6.1 공학적 안전설비 1 - 계통설명 빛 설계도면 

재료 1 - 시험， 검사 결과 빛 보수기록 검토 

- 현재 설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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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 주기적안전성평가 지칩의 구성(예) (4/9) 

6.2 격납건물계통 
- 경년열화 관리 

I _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 경년열화 관리 

6.3 비상노심 냉각계통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6. 공학적 안전 6.4 주제어실 - 경년열화 관리 

설비 거주성계통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6.5 핵분열 생성물 - 경년열화 관리 

제거 및 제어계통 - 경혐 빛 연구결과 활용 

6.6 Class 2, 3 기기 - 경년열화 관리 

의 가동중검사 - 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 설계 기준의 검토(CLB) 

7.1 개요 
- 계통설명 빛 설계도면 

I _ 시험， 검사 결과 및 보수기록 검토 
- 현재 설비상태 

- 경년열화 관리 

7.2 원자로 보호계통 | 。험 및 연구결과 활용 

7.3 공학적 안전설비 - 경년열화 관리 

작동계통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7. 계측 제어 I - 경년열화 관리 
7.4 안전정지계통 

- 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7.5 안전관련 지시 - 경년열화 관리 

계측장비 - 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7.6 안전에 필요한 - 경년열화 관리 

기타 계통 - 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7.7 안전기능이 요구 - 경년열화 관리 

되지않는 제어계통 - 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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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침의 구성(예) (5/9) 

:'''''0 ,'",,<;.,,; ν i씬 낭휴쥬 요 내 용 

- 설계 기준의 검토(CLB) 

I - 계통설명 빚 설계도면 
8.1 개요 | 

’ - 시혐， 검사 결과 및 보수기록 검토 

8. 전력계통 I - 경년열화 관리 
8.2 소외 전력계통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 현재 설비상태 

8.3 소외 전력계통 
- 경년열화 관리 

I _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 설계 기준의 검토(CLB) 

9.1 핵연료 저장 및 - 계통설명 및 설계도면 

T 닙 - 시험， 검사 결과 및 보수기록 검토 

- 현재 설비상태 

- 경년열화 관리 
9.2 용수계통 

- 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9. 보조계통 

- 경년열화 관리 
9.3 공정보조설비 

- 경험 및 연구결과 활용 

9.4 공기조화계통 
- 경년열화 관리 

I _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9.5 기타 보조계통 
- 경년열화 관리 

I _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 설계 기준의 검토(CLB) 

10.1 개요 
- 계통설명 빛 설계도면 

I _ 시험， 검사 결과 및 보수기록 검토 
- 현재 셜비상태 

10. 동력변환 - 경년열화 관리 
10.2 터빈발전기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계통 

10.3 주증기계통 
- 경년열화 관리 

I _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10.4 동력변환계통의 - 경년열화 관리 

기타 특성 - 경험 빛 연구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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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침의 구성(예) (6/9) 

11. 방사성 

폐기물관리 

12. 방사선 방호 

11. 1 방사선원항 

11. 2 액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통 

11. 3 기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통 

11. 3 고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통 

11. 5 공정 빛 유출물 

방사선 감시 빛 

시료채취계통 

12.1 ALARA 유지 보장 

12.2 방사선원 

12.3 방사선방호 

설계특성 

12.4 선량 펑가 

12.5 보건물리 계획 

;;요패i용& 

- 방사선 방출량에 대한 기록 

ò l: 
。- 폐기불 발생률， 저장된 폐기물의 

폐기물 발생률， 저장된 폐기물의 양 

- 폐기물 발생률， 저장된 폐기물의 ò l: 
。

- 방사선 방출량에 대한 기록 

- 소외 방사선 감시기록 

- 설계 기준의 검토(CLB) 

- 현재 설비상태 

- 방사선 방출량에 대한 기록 

- 설계 기준의 검토(CLB) 

- 계통설명 빛 설계도면 

- 시험， 검사 결과 빛 보수기록 검토 

현재 설비상태 

- 작업자 피폭 선량기록 

- 현재 설비상태 

- 방사성물질 방출 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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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침의 구성(예) (7/9) 

13.1 운영조직 

13.2 교육훈련 

13.3 비상 계획 

13. 발전소운영 

13.4 점검 빛 감사 

13.5 발전소 절차서 

13.6 발전소 보안 

- 원전운영 관련조직 

- 책임과 권한 승계 

- 직원의 자격요건 

- 운영교대 근무조 편성 
- 발전소 종사자 교육 

- 운전원 재교육 빛 보충요원 쿄육 

- 훈련 기록 
- 비상계획 수립 빛 운용 

~^1 -;TJ. 01므 
-L--'~ 0 I 

. 비상조직의 운용 

- 비상발령 빛 설비 

방사선비상의 등급 

. 비상의 발령 및 대웅 

. 비상설비 

- 사고명가 빛 조치 

사고 빛 영향명가 

보호조치 

긴급의료지원 

사고복구 및 재출입 

- 비상 대응태세 유지 빛 관리 

교육빛 훈련 

. 비상계획의 유지 

. 주민홍보 
- 소내 검토 

- 독립적인 검토 

- 감사 계획 
- 행정절차서 

규제지침의 준수 

. 절차서 작성， 승인， 변경 

. 행정절차서 내용 

- 운전 빛 정비절차서 

운전절차서 

기타절차서 

. 절차서의 준비 
- 비상시 보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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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침의 구성(예) (8/9) 

“찌 썼썼:정 4샅，<，^' 혹싫i렌 J' 、 증F 요 대’용 

험
 
램
 

씨
 런
 

초
 
프
 

Au1 

14.1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에 포함할 

특기사항 

14.2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포함할 

- 시험 기록의 분석 

- 시험 기록의 분석 

15. 사고해석 

특기사항 

15.1 구성 '01 BJ l:I-l츠료 
?'- 0 l::! "L-

- 과도상태 빛 사고분류 

- 안전관련 주요 SSCs 

- 노심 빛 계통의 성능 

- 방사능 영향명가 

- 사건개요 및 원인 

- 사건경위 빛 계통운전 

- 영향분석 빛 결과 

- 사건개요 및 원인 

- 사건경위 빛 계통운전 

- 영향분석 빛 결과 

- 사건개요 및 원인 

- 사건경위 빛 계통운전 

- 영향분석 빛 결과 

- 사건개요 및 원인 

- 사건경위 빛 계통운전 

- 영향분석 빛 결과 

- 사건개요 빛 원인 

- 사건경위 및 계통운전 

- 영향분석 빛 결과 

-기체방사성폐기물따손사고 

- 액체방사성폐기불누설따손 

- 액체방사성물질함유탱크 

핵연료취급사고 

- 예상 운전과도 사건의 
닙 A-l 
τc.o; 

15.2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증가 

15.3 이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감소 

15.4 반웅도 및 출력 

분포이상 

15.5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증가 

15.6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감소 

15. 7 부계통 또는 기기 

로부터 방사성 

물질의 방출 

15.4 정지불능 예상 

과도상태 (AT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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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국내 주기적안전성명가 지칩의 구성(예) (9/9) 

장: |r F 쏟꽉썩셜 냥" 휴 ι ?픽휴 요 내νr용f ‘ r、、ι/’“

16.1 이차계통에 의한 
- 안전여유 빛 제한 설정치 
- 운전제한조건 

열제거 증가 
- Surveillance 요건 

16.2 이차계통에 의한 
- 안전여유 빛 제한 설정치 

- 운전제한조건 
열제거 감소 

- Surveillance 요건 

16.3 원자로 냉각재 
- 안전여유 빛 제한 설정치 

16. 운영기술 - 운전제한조건 
지침서 

T 。rE 。t7I1L-끼」‘ 
- Surveillance 요건 

(고리 1호기 
16.4 반웅도 빛 

- 안전여유 및 제한 설정치 

인용) - 운전제한조건 
출력분포 이상 

- Surveillance 요건 

16.5 원자로 냉각재 
- 안전여유 및 제한 설정치 

채고량증가 
- 운전제한조건 
- Surveillance 요건 

- 안전여유 및 제한 설정치 
16.6 원자로 냉각재 

- 운전제한조건 
재고량감소 

- Sur、veillance 요건 

- 확인 및 분류 

17.1 안전성능 
- 운전자료분석 
- 안전성능 지표 
- 관리방안 

17. 운전경험 - 정보수집 빛 분류 

빛 연구 17.2 운전경혐의 활용 - 분석， 명가 빛 적용성 검토 

결과의 반영 - 조치 및 변경사항 

- 정보수집 및 분류 

17.3 연구결과의 활용 - 분석， 평가 및 적용성 검토 

- 조치 빛 변경사항 

18.1 서론 -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18.2 주제어실 설계 
- 인간-기계 연계성 검토 

- 관련 조치 빛 설계변경 사항 

18. 인간공학 18.3 안전변수 - 인간-기계 연계성 검토 

지시계통 - 관련 조치 및 설계변경 사항 

18.4 원격정지반 
- 인간-기계 연계성 검토 

- 관련 조치 및 설계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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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술기준(안) 



저I 6 

채 l 절 개요 

A I
〈그 - 주기적안전성평가 기술기준(안) 

원자력법시행령에 따른 주기적안전성명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술 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앞선 장들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안전인 

자들 중에서 비교적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는 경년열화의 기술기준과 운전 

경험 빛 연구기술의 활용 안을 그 예로서 제시한다. 기준은 원자력법 시행규칙의 

관련 기준들에 준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의 구성은 앞의 3장에서 검토된 안전 

인자의 국내적용 범위 빛 요소를 토대로 하였다. 기준을 참고로 하여 작성될 주 

기적안전성명가의 경년열화에 대한 상세 지침은 2차년도 최종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어 질 예정이다. 

저I 2 절 경년열화 기술기준(안) 

1. 적용범위 

원자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의한 “원전 주기적안전성형가”의 경 

년열화 시행을 위한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상기의 기술기준 충 당해 원자로 시 

설의 주기적안전성명가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않더 

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의 

경년열화란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전의 계통， 구조물， 기기의 손상을 

초래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 

3. 수행내용 

원전의 경년열화 명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평가대상 계통， 구조물， 기기의 분류 빛 선정 

。 경년열화 현상 

。 경년열화 평가 

O 잔여수명 빛 안전여유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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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년열화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 

4. 공통요건 
동일부지의 다수 원전에 대한 경년열화 펑가는 발전소별 차이를 비교하여 다 

수 원전의 경년열화 명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경년열화 명가의 모든 과정 

에서는 해당 원전의 대상 계통， 구조물， 기기에 대해 경년열화 이론， 설계， 운 

전， 보수， 검사 기록을 활용한다. 경년열화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는 다른 원전의 

운전경험 빛 연구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 경년열화 명가의 모든 과정은 객관적 

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이어야 한다. [20] 

5. 경년열화 기술기준(안) 

가. 명가대상 계통， 구조물， 기기의 분류 및 선정 

(1) 목적 

안전에 중요한 경년열화 명가 대상 계통， 구조물， 기기를 분류하고 선정하기 

위함이다. 

(2) 일반요건 

(가) 설계기준사건 시에 다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계통， 구조물， 기기가 평 

가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원자로 정지 빛 안전정지 조건 유지 능력 

O 원자로 압력경계의 건전성 

O 잠재적인 소외노출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의 방지 빛 완화 

(나) 안전관련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비안전관련 계통， 구조물， 기기가 명가 대 

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 해당 원전에 대해 규제기관이 특별히 요구한 규정과 관련된 계통， 구조물， 

기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경년열화 현상 

(1) 목적 

선정된 계통， 구조물， 기기별로 펑가 대상이 되는 경년열화 현상을 따악하고 

자 한다. 

(2 ) 일반요건 

선정된 계통， 구조불， 기기에 대한 금속재료， 비금속재료 빛 콘크리트 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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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에 대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경년열화 현상을 따악하여야 한다. 

。 피로 

o ~λl 0 , 
O 님 λ1 

끼一「 

。 5d부λ1 o I , 
。 마모 

。 열취화 

O 중성자 조사취화 

O 기타 현상 

다. 경년열화 명가 

(1) 목적 

경년열화 현상이 따악된 계통， 구조물， 기기의 명가를 수행하기 위합이다. 

(2) 일반요건 

경년열화의 명가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현상에 대해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명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량적인 명가가 불가할 시에는 정성적， 실험적， 

경혐적인 명가도 활용될 수 있다. 

。 피로 

。 .*1λ10 , 
。 부식 

O 침부식 

O 마모 

。 열취화 

。 중성자 조사취화 

O 기타 현상 

라. 잔여수명 빛 안전여유 평가 

(1) 목적 

계통， 구조불， 기기별 경년열화의 평가결과로부터 최소한 차기 주기적안전성 

명가시까지 잔여수명 또는 안전어유가 보증되는 지를 명가하기 위함이다. 

(2 ) 일반요건 

(가) 계통， 구조물， 기기별 경년열화의 평가에 따른 잔여수명 또는 안전여유의 

펑가는 각 경년열화 현상에 대한 명가결과로부터 외삽법 등을 이용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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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나) 경년열화 잔여수명 및 안전여유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 주기적안전성명가 

시까지 문제가 없는 부분과 향후 보완 또는 감시 등의 조치가 필요한 분야 

로 구분되어 목록화 되어야 한다. 

마. 경년열화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 

(1) 목적 

계통， 구조물， 기기에 대한 경년열화 명가결과를 이용한 잔여수명 빛 운전여 

유 평가로부터 차기 주기적안전성명가시까지 안전에 중요한 계통， 구조불， 기기 

의 경년열화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2) 일반요건 

원전별 주기적안전성펑가의 경년열화 명가결과에 따라 다음 주기적안전성명 

가까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제외대상 계통， 구조물， 기기 목록 

。 보완대상 계통， 구조물， 기기 계획 

O 감시대상 계통， 구조물， 기기 계획 

。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빛 행정 

이러한 계획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범위 (관리계획과의 관련성) 

。 업무내용 

。 추진계획 

。 확인사항 

져I 3 절 운전경험 빛 연구결과의 활용 기술기준(안) 

1. 목적 

이 기준은 주기적안전성명가와 관련하여 원전 사엽자가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타 원전으로부터의 운전경험과 최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전 사업자가 국내 모든 가동중인 원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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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의 내용 중에서 운전경험과 연구결과의 반영에 관 

한 명가에 적용한다. 

3. 명가사항 

운전경혐의 반영에 대한 명가사항은 다음의 내용들로 구성된다. 

O 운전경험에 대한 정보수집 빛 분류 

。 정보 분석 빛 명가 

O 해당 원전에의 적용 가능성 명가 

O 적절한 조치 빛 변경 실시 

4. 운전경험 빛 연구결과의 활용 기술기준(안) 

가- 정보수집 및 분류 

(1) 개요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명가 수행시 사업자가 현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목 

적으로 국내외 원전운전을 통한 안전성 관련 고장， 사고 빛 개선 동의 경혐 자료 

와 개발된 신기술이나 연구결과 등의 자료들을 입수하여 평가， 분류， 적용하는 

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다음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평가되어야 한다. 

。 운전경험과 최신 기술이 원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실 

제로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는가? 

。 새로운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2) 운전경험에 대한 정보수집 빛 분류 

(가) 국내외 가동원전들의 운전경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류하는 

체제(데이타베이스 운영)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의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특히 외국의 원전 운전에 대한 경험 정보는 IAEA , OECD/NEA, WANO , INPO 등 

여러 원전사업 단체들에 의해 수립된 피드백 정보를 보급받을 수 있는 체제 

를 갖추어야 한다. 

(3)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수집 빛 분류 

(가) 국내외의 연구결과 빛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류하는 

체제(데이타베이스 운영)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의 관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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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자는 관련분야의 연구기관과 학계， 회사，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 

여 상호간에 유사분야의 연구 결과 빚 자료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정보 분석 빛 형가 

(1) 운전경험에 대한 정보 분석 빛 평가 

(가) 입수 빛 분류된 정보와 관련 기록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어 고장 또는 사고 

경험에 대하여 다음 사항틀을 중심으로 분석 빛 명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직접 또는 간접 원인 

O 규모 빛 영향 

。 해결방법 빛 결과 흐-

。 교훈 빛 예방조치 

(나) 수집된 정보는 다음의 분야 이상으로 세분류하여 관련종사자에 의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분석， 평가 빛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O 발전소 일반사항 

O 원전 운전 

O 보수 빛 정비 

O 핵연료 관리 

O 방사성폐기물 관리 

。 방사선 방호 

O 유사원전 사고경험 

(다) 운전경혐의 분석 및 명가의 수행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2)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 분석 및 평가 

수집된 정보는 다음의 분야 이상으로 세분류하여 관련종사자에 의한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고 효율적인 분석， 평가 및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전소 시설전반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 영향 

。 내부발생 사고의 영향 

외부발생 사고의 영향 

화재의 영향 

O 원자로 

。 원자로냉각재계통 빛 관련계통 

O 공학적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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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측 제어 

。 전력계통 

O 보조계통 

O 동력변환계통 

。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통 

。 방사선 방호계통 

연구결과의 분석 빛 명가의 수행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전문성이 있 

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수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다- 해당 원전에의 적용성 평가 

(1) 운전경험 빛 연구결과 및 최신기술의 정보 분석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출된 해당 원전에 반영이 가능한 사안들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적용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빛 최신기술의 해당 원전에의 적용성 평가의 수행은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전문성이 있논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수 

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라. 적절한 조치 빛 변경의 질시 

(1) 운전경험 빛 연구결과 빛 최신기술의 해당원전에의 적용성 명가결과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문서 

화하여야 한다. 

(2) 해당원전에의 적용성 평가결과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로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 

유서를 제출하거나 추후 일정기간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기적안전성명가의 수행사 운전경험 빛 연구결과 빛 최신기술의 반영에 의 

한 개선조치 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그 영향을 분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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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본 보고서는 1차 최종보고서로서 IAEA 빛 외국의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의 규제현황과 수행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주기적안전성펑가의 명가대상 안전 

인자， 명가범위 빛 명가요소 동을 도출하고 국내에 적합한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주기적안전성명가의 주요 인자 중의 하나인 경년열화 명가와 관련된 상세요건 빛 

지침 체계 등은 2차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전 주요국의 시 

행을 위한 법적 빛 규제 근거와 시행 현황 등을 조사， 분석， 비교하여 동 제 

도의 국내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본이 되는 IAEA의 주기적안전 

성명가 지침을 상세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안전성 명가 지침을 수립하기 위 

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2.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명가 제도의 주요 안전인자별로 외국의 시행 경혐과 

IAEA의 지침 배경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에 적합하도록 각각 그 목적， 명가 

범위， 방법 동을 설정하였고， 각 안전인자를 명가하기 위한 명가요소틀을 분 

류하여 도출하였다. 

3. 설정된 안전인자와 명가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지침 목차의 구성 방법을 3가지 방안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 

다. 지침 목차의 구성 방법은 곧 사업자가 실제로 명가를 수행할 때 명가 조 

직의 구성과 효율적인 준비 및 수행에 직접 영향을 주며 규제기관의 검토 효 

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안틀로 제시하여 보았다. 지 

침 목차의 3가지 구성방안은 공통적으로는 가동원전 주기적안전성펑가에 대한 

IAEA의 개념을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고 안전성 확보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면 

서 개별적으로는 서로 다른 외국의 적용사례를 크게 분류하고 국내 원전 운영 

상의 경험을 참조하여 도출하였다. 제 1 안은 IAEA의 지침의 틀을 가능한 그대 

로 활용하여 규제지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고， 제 2안은 일본 등의 나라 

에서 적용한 방법과 유사하게 안전인자 중에서 주요사항만을 모아서 구성하고 

나머지 항목틀은 명소 안전활동과 특별안전활동 등의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도 

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제 3안은 국내 최종안전성명가보고서의 구성을 

가능한 최대로 살리면서 주기적안전성펑가 지침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4. 도출된 각 구성안의 특정 빛 장단점을 분석하여 세 번째 모델인 국내 최종안 

전성명가보고서의 구성을 따르는 안을 바람직한 지침 목차 구성안으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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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에 따라 주요목차에 맞는 상세목차도 최대한 국내 최종안전성명가보 

고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IAEA의 주기적안전성명가 개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성을 하였으며 내용상 포함해야할 평가요소틀을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대상 범위 빛 방법들은 실제 

시행을 위한 법제화의 근거가 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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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7 준 

4.0 공통사항 : 
3) 평가절차 I b. 제한시간 노화해석의 평가 제한시간 

노화해석 
4) 평가결과 
5) 시행방법 

I c. FSAR 보완 
6) 참고문헌 

1 ) 평가범위 
@ 충격 에너지 

2) 허용기준 a. 제한시간 
@ 감시 효로그램 

3) 평가절차 노화해석 
4.1 원자로용기 | @ 가압열충격 (PTS) 

4) 평가결과 
중성자 취화 5) 시행방법 

6) 장고문헌 | b. FSAR 보완 

@ 해석이 연장운전 

기간동안 유효한가? 
1) 평가범위 

4. 제한시간 I 4.2 콘크리 E 2) 허용기준 a. 제한시간 
I@ 해석은 연장운전 

노화해석 격납건물 3) 평가절j:~ 노화해석 말기까지 고려하였나? 

Tendon 4) 평가결과 @ 연장운전 기간동안 기 
잔류응력 5) 시행방법 어| 미치는 노화효과7 

6) 참고문헌 적절히 관리될 것인가? 

b. FSAR 보완 

CD ASME Sec.III, Class 1 

1) 평가범위 I @ ANSI B31.1 
a. 제한시간 

2) 허용기준 
노화해석 1 0) 누적 피로효과에 근거한 

금속 피로 |4 3)) 평 평가가결절과차 기타 평가 

5) 시행방법 I 0 ASME Sec.III , Class 2&3 
6) 잠고문헌 

b. 공통 안전사항 

c. FSAR 보완 

A-4 



표 A-l 미국 인허가 갱신용 심사지침 (LR-SRP) 독차(5/5) 

4.4 전기장치의 1 1) 평가엄위 o NUREG-0588, 범 주 

호9J경검。 2) 허용기준 a 제한시간 

3) 평가절차 노화해석 
11 (l EEE STD 323-1971) 

4) 평 7~결과 
@ NUREG-0588, 범 주 

1 (lEEE STD 323-1974) 
5) 시행방법 b. 공동 안전사항 
6) 참고문헌 

c. FSAR 보완 
CD 해석이 연장운전 기간동안 

1 ) 평가범위 유효한가? 

2) 허용기준 a. 제한시간 @ 해석은 연장운전 

4.5 금속부식의 | 3) 평가절차 노화해석 말기까지를 고려하였나? 

허용 4) 평가결과 @ 연장운전 기간동안 기능에 

5) 시행방법 미치는 노화효과가 적절히 

6) 참고문헌 관리될 것인가? 

b. FSAR 보완 
CD 해석이 연장운전 기간동안 

1 ) 평가범위 유효한가? 

2) 허용기준 
a. 제한시간 

@ 해석은 연장운전 

4. 제한시간 1 4.6 가동중 3) 평 7~절차 
노화해석 

말기까지를 고려하였나? 

노화해석결함성장 4) 평가결과 @ 연장운전 기간동안 기능에 

5) 시행방법 미치는 노화효과가 적절히 

6) 참고문힌 관리될 것인가? 

b. FSAR 보완 
@ 해석이 연장운전 기간동안 

1) 평 7~범위 유효한가? 

4.7 가동중 2) 허용기준 a. 제한시간 
@ 해석은 연장운전 

국부적 3) 평가절차 
노화해석 

말기까지를 고려하였나? 

금속격납 4) 평가결과 
@ 연장운전 기간동안 기능에 

용기 부식 5) 시행방법 
미치는 노화효과가 적절히 

6) 참고문헌 
관리될 것인가? 

b. FSAR 보완 

CD 해석이 연장운전 기간동안 

1 ) 평가범위 유효한가? 

4.8 고에너지 
2) 허용기준 

a. 제한시간 
@ 해석은 연장운전 

배관파열의 
3) 평가절차 말기까지를 고려하였나? 

4) 평가결과 
노화해석 

@ 연장운전 기간동안 기능에 

가정 
5) 시행방법 미치는 노화효과가 적절히 

6) 참고문헌 관리될 것인가? 

b. FSAR 보완 

A-5 



1. 내부 위험도 

2. 외부 위험도 

3. 운전 

4. 발전소 

5. 사고해석 

표 A-2 영국의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1.1 호}재 

1.2 증기， 고온가스 및 저온가스 방출 

1.3 비산물 영향 

1.4 낙하하중 및 인양기기 

1.5 부분 범람 및 부식성 유체의 

1.6 내부 독성 가스 분무 유출 
1.7 차량 이송 

2.1 내진평가 

2.2 풍하중 

2.3 외부 범람 

2.4 비행체 충격 

2.5 산업 위험도 

2.6 극한 주변온도 

3.1 운전평가 

3.2 안전관리계통의 

3.3 방사선 방호 및 

평가 

탐지 

4.2 노심계통 

유출 

4.1 핵연료 취급 

4.3 제어봉 계통 

4.5 가스 차단 

4.7 노심 구속 

4.4 다중 정지계통 

4.6 노심 지지 

4.8 안내관 

4.9 보일러 

4.11 선응력 콘크리트 

4.12 선응력 콘크리트 
4.13 압력용기 단열재 

4.10 가스 순환기 
압력용기 

압력용기관통부 및 덧판 

4.14 1 차 냉각계통 

4.15 2차 냉각계통 

4.17 원자로 안전회로 

4.19 방사성폐기물 취급 

4.20 증기배관 

5.1 확률론적인 안전평가 

5.2 과도해석 

5.3 방사선 영향평가 

5.4 정지냉각 건전성 

4.16 냉각수 계통 

4.18 제어 및 계측 

4.21 전원공급 

A-6 

목차 (예) 

항목(X.X)별 검 토사항 

1. 범위 

2. Interfaces 

3. 검토내용 

3.1 기존 안전현안 

검토 

3.2 운전이력 검토 

3.3 현재 기준과의 

비교 

(설계기준，해석방법) 

3.4 경년열호} 평 7~ 

4. 검토결과 

4.1 주제보고서 

4.2 요약 

5. 참고자료 



표 A-3 일본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보고서 목차 예 ( 116) 

1.개요 

2. 발전소 소개 

3. 원전운전 

경힘의 

포괄적 평가 

(절 없음) 

2.1 건설 및 운전 과정 

2.2 주요 설비 설명 

2.3 관리 조직 

3.1 운전이력의 기록 

3.2 운전관리 

(절 없음) 

3.1.1 평균 가동율 

3.1 .2 비정상 

원자로 

정지빈도 

3.2.1 조직관점 

3.2.2 운전실시 

3.2.3 교육훈련 

3.2.4 경험활용 

A-7 

서l부항목 

(절 없음) 

3.2.1.1 운전자 교대 

3.2.1.2 교육 및 훈련 

3.2.1.3 운전팀장 및 감독자의 

자격 

3.2.1 .4 운전기록부 

3.2.1 .5 인수 인계 

3.2.1.6 회 

3.2.2.1 정상 및 비상운전용 

운전설명서 

3.2.2.2 발전소계수치 감시 

3.2.2.3 순찰 

3.2.2.4 주기적 시험 

3.2.3.1 강의실 교육 및 

시율레이터 훈련을 

조합한 운전원훈련 

(절 없음) 



표 A-3 일본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보고서 목차 예 (2/6) 

3. 원전운전 

경험의 

포괄적 평가 

3.3 보수관리 

3.4핵연료 

관리 

3.3.1 발전소안정성 

3.3.2 원자로 안정성 

3.3.3 신뢰성 향상 

3.3.4 노화 효과 

3.3.5 경험활용 

3.3.6 품질보증 

3.4.1 운전관리 

3.4.2 설계 및 시공 

A-8 

3.3. 1.1 안전상 주요설비의 법적 

정기검사 

3.3.1.2 자체검사에 의한 계통 및 

기기의 성능 유지 기준 

3.3.2.1 감시계획 

3.3.2.2 가압열충격에 대한 대비 

3.3.3.1 내식성 스텐레스강 및 

탄소강의 사용 

3.3.3.2 유도가열 에 의 한 잔류응력 의 

감소 

3.3.4.1 예방보수 

3.3.4.2 변경 

3.3.4.3 수리 

3.3.4.4 교환 

(절 없음) 

3.3.6.1 OA 프로그램 과 조직 

3.3.6.2 하청업체에 대한 정기 

OA감사 

3.3.6.3 발전소 보수요원의 출석 

3.3.6.4 독립기관으로부터의 정기감사 

3.3.6.5 발전소 근무자의 교육훈련 

3.4.1.1 MCPR 및 MLHR 같은 

운전제한조건 

3.4.1 .2 중간운전의 사전대비 

3.4.2.1 핵연료 손상 및 누출 

대비책의 마련 

3.4.2.2 핵연료 설계 및 환경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 

3.4.2.3 경험적 누출방지책 

3.4.2.4 조절 판 관통류에 의 한 

손상방지책 



표 A-3 일본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보고서 목차 예 (3/6) 

3.5.1 직무상 피폭의 

감소 

3.5.1.1 대비책 강구 

3.5.1 .2 핵연료설계 개선 

3.5.1.3 영구 차단막 및 배관의 

설치 

3.5.2 냉각수 내의 핵연 

료 성분 및 
p 

도'" 

3.5 방사선관리 

스
 

L 불
 

3.5.2.1 부식생성물 감소를 

위한 1 차냉각수 

Ph농도 조절 

3.5.2.2 정지운전중 기체화 운전 

의 개선 

3.5.2.3 증기발생기 냉각 유로의 

제염 

3.5.3 검사， 보수업무 

3. 원전운전 

경험의 

포괄적 평가 

3.5.3.1 주증기관 차단밸브 

3.5.3.2 제 어 봉구동장치 

3.5.3.3 작업시간 단축 

3.5.3.4 증기발생기 세관검사 

와류탐상기 및 검사로봇 

3.5.4 기타 

3.5.4.1 피폭선량겨I (TLD)자동 

판독기 

3.5.4.2 등가선량 지도 표시 

3.5.4.3 하청업체와 의견교환 

3.5.4.4 등가선량 관리 

3.6.1 기체 및 액체 

방사성 폐기물 

3.6 방사성물질 

관리 

3.6.1.1 누출 핵연료의 감소 

3.6.1.2 차코울 베드 기체 차단 

계통 

3.6.1.3 건식 세정계통 

3.6.1 .4 세척장 배수계통용 차코 

울 베드 

3.6.2 고체 방사성 

폐기물 

3.6.2 .1 가연성 고체 폐기물 소 

각로 

3.6.2 .2 아스팔트 고화 계통 

A-9 



표 A-3 일본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보고서 목차 예 (4/6) 

3. 원전 운전 

켜허 01 = <그 -, 
포괄적 평가 

4. 최신 전문적 

기술의 반영 

3.7 발전소 

비상계획 

3.8 경험활용 

4.1 발전소전반 

4.2 원자로 및 
핵연료 

4.3 원자로 
냉각재 

계통 

4.4 공학적 

안전계통 

4.5 원자로 
보조계통 

、서|부훨 

3.7.1 비상 연락， 피난 및 의료 

처리 수행을 위한 비상 

계획수립 및 기구 설치 

3.7.2 휴대 용 방사능측정 기 등의 

비상용 장비 준비 

3.7.3 정기적인 비상훈련 실시 

3.8.1 국내외 운전경험에 대한 
정보수집 

3.8.2 정보 분석 및 평가 
3.8.3 해당 원전에의 적용성평가 
3.8.4 적절한 비상 조치 실시 

4. 1.1 자연 현상에 따르는 영 향 

4.1.2 외부 발생사건 。j 향 

4.1.3 내부 발생사건 영향 
4.1 .4 화재의 영향 

4.2.1 핵연료 파손 거동의 이해 

4.2.2 핵연료 설계개선 

4.3.1 배관의 LBB 개념 

4.3.2 응력부식균열 

43.3 밸브패킹 누설 

4.3.4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 및 

수리 방법 

4.3.5 개량형 증기발생기 
4.4. 1 비상노심 냉각계통 

4.4.2 원자로 격납 시설 

4.5.1 잔류열 제거 설비 
4.5.2 핵연료 취급 및 저장 계통 
4.5.3 시료 채취 설비 

A- lO 

(절 없음) 

(절 없음) 

(절 없음) 

(절 없음) 

4.3. 1.1 적절한 배관 

재료의 선택 

4.3.1.2 누설탐지기 설치 

4.3.2.1 내성재료 선택 

4.3.2.2 유도가열 에 의 한 

잔류응력 감소 

4.3.2.3 발전소 시운전 
시 기체 제거 

(절 없음) 

(절 없음) 

(절 없음) 

(절 없음) 

4.4.2.1 LOCA 및 격 납 

용기 열수력 

(절 없음) 



표 A-3 일본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보고서 목차 예 (5/6) 

4.6 겨|측 및 제어 

계통 

신호용 다중 설비 

4.6.3 중앙제어실 
4.6.3.1 운전 콘솔， 칼라 신 호， 

칼라경보지시기. CRT 
。~ c> \ 
t:lA c크 l 

4. 최신전문적 

기술의반영 
4.8 방사성물질 

처리시설 

4.8.1 포켓용 디지털 

선량계 및 자동 

안전관리계통과 

연결된 개인용 

선량계 

(절 없음) 

4.9 방사선관리시설 (절 없음) 

4.10 발전소 보조시설 (절 없음) 

5.1 개요 (절 없음) 

5.2.1 원자로정지기능 

5.2.2 노심 냉각 기능 

(절 없음) 

미
흐
 

서
。
 

구
 

소
 

전
 
징
 

발
 
특
 

2 
ζ
J
 5.2.3 방사성 물질 

보관기능 

5.2.4 보조 안전 기능 

(절 없음) 

(절 없음) 

(절 없음) 

안전평가 

5.3.1 노심의 건전성 

관련 확률론적 

안전평가 

5.3. 1.1 가상사고의 선정 및 

기준의 결정 

5.3.1.2 사건 진 행 도(Event 

Tree)의 작성 

5.3.1.3 시스템 모델 

5.3.1 .4 종속 고장의 해석 

5.3.1.5 인간 신뢰성 해석 

5.3.1.6 데이터베이스의 작성 

5.3.1.7 사건 진행도(Event 

Tree)의 정량화 

5. 확률론적 

서
。
 

전
 

안
 

저
「
 버
닙
 

론
 
방
 

-
-
-
-
-
「
/

획
 
평
 

3 
「
꺼
)
 

5.3.2.1 사건진행의 그룹화 및 

발전소 손상상태 정의 

5.3.2 격납용기건전성 \ 5.3.1.2 사건 진행도(Event 

관련 확률론적 Tree)의 작성 

안전평가 I 5.3.1.3 사건 진행 평가 

5.3.1 .4 사건 진행도(Event 

Tree)의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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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률론적 

안전평가 

6. 요약 

표 A-3 일본의 주기적안전성명가 보고서 목차 예 

5.4 확률론적 안전 평 가 

결과 

5.4.1 노심의 건전성 

관련안전상 특성 

5.4.2 격납용기의 건전성 

관련 안전상 특성 

\ 5.5.1 계통 및 사건의 
중요도 평가 

5.5 민감도 해석 

5.5.2 국내 기기고장율 

자료의 감도해석 

5.6 확륭론적 안전평가 | 
결과의 요약 

(절 없음) 

6.1 운전 경험의 
포괄적 평가 

I 6.2 최신의 전문적 (절 없음) 

기술 반영 

6.3 확률론적 안전 평 가 

A-12 

(절 없음) 

(절 없음) 

5.5. 1.1 중요도 평가방법 

5.5.1 .2 중요도 평가결과 

5.5.1.3 중요도평가결과의 
호L도2.1::H등t 
E근 C그 oc그 

(절 없음) 



표 A-4 프랑스의 주기적안전성펑가 보고서 목차 (예) 

1. 내부 위험도 1.1 지진 

1.2 지진의 결고} 

1.3 혹한 

1.4 그 밖의 자연 재해 

1.5 비행기 추락 

1.6 기타 산업 재해 

2. 외부 위험도 2.1 호}재 

2.2 내부 범람 

3. 공학적 안전계통 3.1 비상급수 계통 

3.2 격납건물 살수계통 

3.3 안전주입 계통 

3.4 보충수 계통 

4. 1 차 계통 (절 없음) 

5. 2차 계통 (절 없음) 

6. 사고 연구 

6.1 설계기준 사고 

6.2 설계기준초과 사고 

6.3 중대사고 

7. 운전수칙 7.1 고장 및 사고시 절차 

7.2 주기적 시험 

8. 기타 8.1 기기분류 

8.2 기기검증 

8.3 10년 단위 시험 

8.4 안전에 중요한 문서 

8.5 방사선 현황 

항목(x.x) 별 검토사항 

인
 

인
 
사
 

확
 
화
 
확
 
검
 

준
 
변
 
부
 
부
 

수
 1 

여
 
약
 

전
 

쥔
 족
 
취
 

안
 
수
 
만
 
소
 

의
 
전
 
건
 
전
 

전
 
안
 
요
 
발
 

원
 · 

- 최신 원전의 수준과 비교 

• 경험의 반영 

• 지식발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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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5 독일 주기적안전성명가 보고서 목차 (예) 

|4 ?찌總활찌‘ 쫓밟품j 
1. 반응도 제어 (내용 있음) 

、

, j 
J 
1 안전요건、 꾀 ‘활웹， I 

2. 핵연료 냉각 (내용 있음) 

(내용 있음) 

(내용 있음) 
항목(x.x.x) 별 

검토사항 3. 방사선 피폭 

의 제한 
(내용 있음) (내용 있음) 

@ 최악의 사견경위를 

고려하였는가? 

4. 방사능 물질 

의 차단 

4.1 비누설 핵연료봉 

4.2 압력경계 내 

방사능물질 차단 

4.3 방사능을 포함하는 

기타 계통 

4.4 격납건물 내 

방사능 물질 차단 

4.5 구조물과 건물 

4.6 폐기물 관리 

(내용 있음) 

@ 기기/계통은 

최악의 설계하중을 

고려하였는가? 

」
-
어
 

원
 제 
할
 

처
。
 」
1

의
 
공
 
센
 

꺾
 및 
은
 
개
 

전
 
급
 
동
 
한
 

안
 
공
 
구
 
만
 

@ 

4.7 비누설 

증기발생관 

4.7.1 운전 및 비정상 
상태에 대하여 

응력과 변형도의 

적절한 배분 설계 

4.7.2 1 차 계통 및 2차 

계통의 부식과 

기계적 손상빙지 

4.7.3 증기발생관의 손상 

탐지 

@ 보수， 시험 및 

검사 프로그램은 

안전계통의 적절한 

작동을 보장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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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 록 11 주기적안전성평가 지침 IAEA식 구성안 

표 A-6 IAEA식 지침 구성안 (예) (114) 

1.1.1.1 발전소 시설 배치도면 

1.1 발전소 
1.1 .1 발전소 도면 1.1.1.2 계통 및 구조물 도면 

1.1.1.3 기기 및 부울 도면 
시설물의 현재 1.1.2.1 기 능시험 결과 

1. 원전의 
물리적 상태 1. 1.2 시험， 검사， 보수 기록 1.1 .2.2 기기검사 기록 

반영 1.1.2.3 보수 기록 
실제 

1.1.3 기 능 및 상태 설명서 
1.1 .3.1 발전소 설비의 기능설명서 

물리적 1.1 .3.2 발전소 설비의 상태설명서 

조건 1.2.1.1 보수공장 
1.2.1 소내외 지원시설 설명서 1.2.1.2 정비공장 

1.2 발전소 내외부 1.2. 1.3 기 타 지원시설 
특성 반영 1.2.2.1 인구밀도 

1.2.2 주변특성 설명서 1.2.2.2 산업시설 
1.2.2.3 교통시설 
2.1. 1.1 안전해 석 보고서 

2.1 초기설계 2.1.1 기존해석 자료의 검토 2.1.1.2 안전성관련 설비목록 
2.1. 1.3 제한값 및 허용운전상태 

관련분야 2.1.2.1 가점된 초기사고 
2.1.2 최신 원전과의 비교 

2.1.2.2 해석방법 및 해석코 I 

2.2. 1.1 예상운전 과도상태 
2.2.1 가상사건의 검토 2.2.1.2 사고시 방사선 량 및 방줄 

제한치 

2. 안전성 2.2 사고해석 분야 
2.2.2.1 운전원 조치사항 

t‘;튿!~ • I 

2.2.2.2 공통원인사고 
2.2.2 규제법규의 검토 2.2.2.3 교차결합 효과 

2.2.2.4 단일고장 기준 
2.2.2.5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2.3.1.1 지진 
2.3.1.2 홍수 

2.3.1 지역적 위험도 분석 
2.3.1.3 기후 

2.3 환경적 인자 
2.3.1 .4 기타 인자 

2.3.2 사회적 위험도 분석 
2.3.2.1 주변 인구분보 
2.3.2.2 산업재해 

3.1.1 검증계획 검토* 
3. 1.1 .1 검증기기 목록 
3.1. 1.2 관리 절차의 목록 
3.1.2.1 기기검증 보고서 

3.1 초기 검증 3.1 .2 검증보고서 검토* 3.1.2.2 기기불질 사양서 
3.1.2.3 기기울질 계획 

3.1.3 검증기기 재확인 
3. 1.3.1 설치기기의 일치성 

3. 기기검증 3.1.3.2 물리적 조건 및 기 능성 

3.2.1 품질감시 계획의 검토 
3.2.1.1 붐질감시 계획 및 절차 
3.2.1 .2 환경보호 계획 

3.2 성늘의 유지 3.2.2 품질유지 활동의 확인 
3.2.2.1 눔질 유지 절 차서 
3.2.2.2 절차서 이행기록 

3.2.3 시정조치 활동의 검토 
3.2.3.1 고장 및 영향분석 기록 
3.2.3.2 검증조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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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6 IAEA식 지침 구성안(예) (2/4) 

4.1.1 관리계획의 4. 1.1.1 노화관리 계획서 및 절차서 
4. 1.1.2 관리대상 기기목록 및 선정기준 

R뜯 。를서。 커 口~
4. 1.1 .3 노화확인 방법 및 기준 

4.1 관리계획 4.1 .2.1 최신 규제사항 및 기준 
4.1.2 관리활동의 4.1 .2.2 관리대상 기기의 운전이력 

4. 노화관리 
평가 4.1 .2.3 감시 및 검사 기록 

4.1 .2.4 예방 및 완화 보수 기록 

4.2.1 노화현상의 4.2.1.1 기기별 노화기구 

4.2 기술적 01 해 
4.2.1 .2 손상원인과 운전조건 
4.2.1.3 손상부위 및 손상결과 

파악 4.2.2 노화해석의 4.2.2.1 노화해석 보고서 

평가 4.2.2.2 허용기준과 안전여유도 

5.1 안전관련 
5.1.1 사고DB화 및 5. 1.1 .1 안전관련사고 기록 

사고 
활용 5. 1.1 .2 사고기록의 분류 및 활용 

5.1.2 원인분석 및 5. 1.2.1 사고 원인분석 
기록분석 

조치 5.1.2.2 사후 조치의 적합성 

5.2.1.1 보수 기록 
5.2.1 기록 및 유지 5.2.1 .2 검사 기록 

5.2.1.3 시험 기록 
5.2.2 경향분석 및 5.2.2.1 운전기록의 경향 분석 

5. 안전성능 5.2 운전자료 반영 5.2.2.2 반영 사항의 적 합성 

검토 5.2.3.1 원자로 불시정지 및 안전계통 

5.2.3 안전성능지표 작동빈도 

흐‘」를~서 
5.2.3.2 고장 빈도 및 경향 
5.2.3.3 보수 및 조치 빈도 
5.2.3.4 누적 방사선 및 폐기물량 

5.3.1 방사선 선량 
5.3. 1.1 소내 작업자 선량 및 제 한치 
5.3.1 .2 소외 방사선 감시자료 

5.3 방사선평가 
5.3.2.1 방사선 방출량 기 록 

5.3.2 방사선 방출량 
5.3.2.2 방출 제 한치 비교 

6.1.1 국내 운전경험 
6. 1.1 .1 발전소 종합 DB구축 및 활용 
6. 1.1.2 경험 분석 및 반영 기록 

6.1 운전경험 6. 1.2.1 해외경 험 입수체계 구축 및 

6.1 .2 해외 운전경험 활용 
6. 운전경험 및 6.1.2.2 경험 분석 및 반영 기록 
연구결과의 6.2. 1.1 설계‘ 제작， 공급자의 지원체계 

반영 6.2.1 기술지원 6.2.1 .2 최신기술과 기준의 입수 및 

6.2 기술개발 반영 

6.2.2 연구결과의 6.2.2.1 기술개발 및 연구 활동 기록 
6.2.2.2 관련 연구 결과의 입수체제 

반영 6.2.2.3 연구결과。| 평가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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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6 IAEA식 지침 구성안(예) (3/4) 

7. 1.1.1정상 및 비상운전 절차서 

7. 1.1 .2보수. 시험 및 검사 절차서 

7. 1.1 절차서 구분 
7. 1.1.3작업허가 절차서 

7. 1.1.4설계 및 설비변경 절차서 

7.1λ5방사선 방호 절차서 
7.1 관리 체계 7. 1.1.671 타 안전관련 절차서 

7.1.2 절차서 준비 
7.1 .2.1 절차서 승인 및 문서화 

7.1.2.2절차서 변경 체제 및 이행상황 

7.1.3 절차서 준수 
7. 1. 3.1 증사자의 이해 및 수용 정도 

7. 절차서 7.1.3.2절차서 준수의 입증 기록 

7.2.1.1실제 관행과의 비교 분석 

7.2.1 절차서 내용개선 7.2.1 .2주기적 검토 및 보완계획 

7.2.1.3인적인자를 고려한 명확성 

7.2 내용의 적합성 7.2.2.1 원전 설계와의 비교 

7.2.2 절차서 부합성 
7.2.2.2운전 경험과의 비교 

7.2.2.3안전성분석의 가정과 일치성 

7.2.2.4비상운전 절차서의 검토 

8.1.1 조직구성 및 관리 
8. 1.1.1문서화된 조직의 역할 및 책임 

8. 1.1.2안전우선 정책 및 이행 
8.1 발전소 조직 

8. 1.2.1 경힘반영 절차수립 
8.1 .2 통제 및 훈련 

8.1 .2.2직원올련 시설， 계획 및 이행 

8. 조직 및 
8.2.1.1 울질보증 계 획 

8.2.1.2품질보증 감사 
행정 8.2.1 품질 보증 체 제 

8.2.1.371 준정보， 보수이력의 검색 및 감사 

8.2 발전소 행정 가능 여부 

8.2.2.1 문서화된 운영방법의 검토 

8.2.2 발전소 운영체제 8.2.2.2오|부인력 활용 체제 

8.2.2.3규제 요건 의 준수 

9. 1. 1.1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원선택 

9. 1.1.2결근， 교대， 초과 근무의 관리 

9.1.1 채용 및 근무관리 
9. 1.1.3유자격 자의 임 무수행 

9. 1.1.4직원 의무 지칩의 적합성 

9.1 직원관리 9. 1.1.5운전， 보수， 기술 및 관리 직원 의 

권능 요건 

9. 인적인자 9. 1.2.1 시율레이터교육 등의 초기 교육 

9.1 .2 교육 및 훈련실시 9. 1.2.2재 충전 및 능력 향상 운련 

9.1.2.3관리직의 안전문화 운련 

9.2.1 설계 분석 
9.2. 1.1 주제 어 실 

9.2 인간-기계의 9.2.1 .2 71 타 작업실 

연계성 
9.2.2 인적 요소 분석 

9.2.2.1 운전원의 정보 요건 

」←
9.2.2.27H 인별 업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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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6 IAEA식 지침 구성안 (예) (4/4) 

10. 1.1 .1 비상 전 략 및 조직 

10. 1.1대응체제 검토 
10. 1.1 .2 비상 계획서 및 절차서 

10.1 비상대비 10. 1.1 .3 비상 설비 및 기기 

체제구성 
10. 1. 1.4 소내외 비상센터 및 통신체제 

10.1.2.1 국가 및 지역 기관과의 협조 

10.비상계획 
10.1 .2관련조직과의 공조 10.1 .2.2 경찰.소방.으|료 기관과。| 협조 

10.1.2.3 정보 매체와。| 협조 

10.2.1 t:l 1 상훈련의 실시 
10.2.1.1 정기적인 훈련 

10.2 처|저|의 10.2.1 .2 비정기적인 울련 

점검 
10.2.2.1 계획서 및 절차서 정기적 평가 

10.2.2체제의 적합성 검토 10.2.2.2 주변 인구 및 환경변화。| 영향 
10.2.2.3 비상설비 관련 조직 이 변화 
11.1.1.1 유출물 방출 제한치 

11.1 환경의 11. 1.1유출물 관리 11.1.1.1 유출물 방줄 기록 

감시 
11.1.1.1 비정상 방출 경보장치 

1 1.환경영향 1 1.1.2주번환경의 감시 
11.1.2.1 소외 방사선 오염 감시 
11.1.2.2 주변지역。| 토지이용 변화 

11.2 현상의 11 .2 .1 자료의 발간 11.2. 1.1 환경영 양평가 보고서 

공개 11.2.2정보매체에 공지 
11.2.2.1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곰개 
11.2.2.2 언론 및 방송에 정확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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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탁기관 l %"T-벼y1하[J-.iiL 계약번호 

초록 (200단어 내외) I 
본 보고서는 1차년도 보고서로서 외국의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의 규제에 관한 현황의 분석과， 이를 토대 

로 수립된 평가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주요 인자 중의 하나인 경년열화 평가와 관련 

된 상세 요건 및 지침 체계 등은 2차년도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전 주요국들의 시행을 위한 법적 및 규제 근거와 시행 

현황 등음 조사， 분석， 비교하여 동 제도의 국내 적용 펼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본이 되는 IAEA의 주기적안전 

성평가 지침을 상세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안전성 평가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2. 가동원전 주가적안전성평가 제도의 주요 안전언자별로 외국의 시행 경험과 IAEA의 지침 배경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 
에 적합하도록 각각 그 목적， 평가 범위， 방법 등을 설정하였고， 각 안전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요소틀을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3 설정된 안전언자와 평가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지침 목차의 구성 방법을 3가지 방안 

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4. 도출된 각 구생안의 특정 및 장단점블 분석하여 세 번째 모텔언 국내 최종안전성평가보고서의 구성을 따르는 안을 

바람직한 지침 목차 구성안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목차에 맞는 상세 목차도 최대한 국내 최종안전성평가보 

고서의 를음 유지하면서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 개념을 통시에 적용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내용상 포함해야할 평가 

요소들을 규정하였다. 

5 안전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정년열화를 중심으로 기술기준의 구성(안)을 간략히 구성하였다‘ 

주제명키워 亡 (10단어 내외) 
주기적안전성평가， PSR, 지침， 가동원전， 운전경험， 경년열화， 

수명연장， IAEA ， 평가제도， 운영허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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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first final report. and i t includes the analysis of PSR regulation status for the 

。perating NPP of foreign countries and thus establ ished scope and method of Korean PSR. The 

detailed requirements of aging managemen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s planned to be 

dealt in the second final report. The result of study so far can be summarized as below.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domestic PSR application is confirmed through the 

investigation. comparison and review of PSR implementation 뻐d regulation status in foreign 

countries. And. detailed analysis of baseline guidelines of IAEA is performed to establish a 

skeleton of desirable safety review guideline for Korean NPP. 

Z. Our own objectives. scope and strategy of review for PSR are roughly set up from factor by 

factor analysis of PSR implementation experience in foreign countries and background of IAEA 

guidel ines. The essential elements of review for each PSR safety factors are classi fied and 

proposed. 

3. For efficient review of proposed safety factors and elements. three di fferent options of 

framework for PSR guidelines are prφ。sed and compared. 

4. Through analysis of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three optional frameworks proposed for Korean 

PSR guidel ine. the third one is recommended as the best for both owner and regulator. By 

maintaining the current framework of SAR at maximum and. at the same time. referring the basic 

concept of IAEA PSR guide. the detailed contents and its review elements are chosen. 

5. The standards on the aging was proposed preliminarily for the application of aging evaluation 

in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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