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NS/HR-609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 안전성 

확인 체계 수립 

Establishment of Safety Verification 
Method for Life Extension Based on 

Periodic Safety Review 

2004. 2. 

연구기관 

조선대학교 

뭔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귀하 

줄 
I그 --.-
L..-

본 보고서를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및 제도의 최적화 방안 연구”으| 

위닥과제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 

전 안전성 확인 체계 수립”으I 2차년도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년 2 월 。|
E크 

위탁연구기관명 : 조선대학교 

연구책임자:김숭평 

연구보조원:염유선 

드I!..크~ ~ 6끼l 

이조영 



[그 
-r-
‘-

。 t
-, o 

...L.L. 

I . 제목 

확인 체 계속운전 안전성 이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설계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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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2. J연 
--, --, 

계 수립 

11. 연구개발의 

증설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고， 제한된 국토면적과 님비 

현상 등에 의한 신규 원전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설계수명 30-

있는 원전의 경우 유용자원의 낭비뿐만 아 

전 세계적으로 원전 

40년을 운영허가 수명으로 결정되어 

종료된 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었다 

가동기수 및 연수의 

일본， 유럽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갱선 규정제도 등 

이
 카
 

드
 
。미국과 있기 대문에 ;;<:. --. 

T ..l'.. 
。;3 "8:1:걷L 
。 。커다란 

나라에서는 설계수명이 

을 마련하여 국가의 경제에 

니라 전력공급에도 

증가에 따른 노화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반영한 안전수준의 재평가 및 향상 

유지 t:[l 
?‘; 수명기간동안 안전수준의 

따라서，원전의 

및 감시와 새로운 기술과 운영경험을 

노후화를 사전에 예방함에 있어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명관리가 대두되어 

점검 

통해 

원전의 안전운영경험과 

발전 

제 

기술의 및 보수/교체 점검/감시 계통·기기·구조물의 연구수행을 토대로 

계속운전허용 가능성을 이후의 설계수명 적절한 노화관리로서 을 도모하여 

국내의 경우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 만기가 5년 내에 

계속운전에 필요한 사전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력수급 기본계획 (2002년 8월 산업자원부)에서는 고리 l호기에 대해서는 설계수 

이후 계속운전을 결정하였고，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현행 계획을 유지하되 

연구결과 및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향후 조정하기로 하였다. 

시하고 있다. 

설계수 도래하게 되어 

따라 제 1차 전 이후의 며 
。

m 
。

λ1- 1::1-1=1 
。Ci T

확정하 

규제제도와 규제요건의 

달리 명시적으로 

국내에서는 원전의 허가심사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허가기간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미국의 

닝 。

~三:f



지 않고 있고， 정기검사를 매 주기마다 수행하는 등 일본과 유사한 규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수행함으로서 장수명 운전관련 규 

제제도를 최초로 도입함에 있어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되 

체계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과 법적 

계속운전허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설계단계에서 고려하지 

으로 인해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한 심층검토와 가동기간 중에 

우리 고유의 경험 

못한 장수명운전 

도출된 l=l À~ 동Lλ} 
←"닝 o 

또는 새로운 규제현안 등에 대한 보완 및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설계 

수명 이후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원전의 가동연수 경과에 따른 경년열화 평가 

및 시설보완， 최신의 안전기준 및 운전경험의 반영을 통한 안전수준 향상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심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에 대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원전의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 허용여부는 안전성을 기준으 

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11. 연구개발의 내용 l:!1 
:><: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개 

며， 설정된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

。

계속운전 안전성 확보체계의 제도화 방안 수립 

- 기존 규제와의 연계성 

- 안전수준 유지 및 증진 방안 

제도화 방안의 의견수렴 및 결과 반영 

유관기관 및 전문가 

IV. 연구 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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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원자력볍 시행령，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 

근거인 법적 수명관리와 관련하여 원전의 l. 국내 

기술기준에 이
 카
 

드
 
。시행규칙， 원자로 시설 

기술기준에 

원자력법 

인 · 허가 절차요건， 고시에서의 관한 규칙， 과학기술부 

설계요건， 검사요건 등을 조사 · 분석하였다. 

이
 「

드
 
( 
]미

 넉 

인허가 갱신을 운영허가 갱신규정을 마련하여 

없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를 

계속운전과 관련하여 2. 원전의 

운전을 허용한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의 

제기준을 검토하고 국내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계속운전은 운영허가 갱신제도 등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주기 

적안전성평가와 연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기적안전성평가의 

계속 

계속운전 허용 규 

통해 

겨 。 2 =시 。 걷 
/δ 기→등f o'ö'::::' 뇨二 

운영허가 갱신규정은 발급한 미국과 

3. 원전의 

결과를 토대로 

등 보완 또 타 제도와의 비교 · 분석， 노화관리 및 평가문서， 환경영향평가서 

는 추가해야 하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4. 국내여건에 비추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속운전을 규제할 명확한 법적 거
 

그
 
L 

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계속운전과 연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장 · 단점을 비교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 

계획 활용 

고자 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제시하 

대한 방안 

제도화 방안을 

법제화에 

계속운전과 안전성 

연계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속운전 

확보체계의 원전의 

고， 기존 규제와의 

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효￡ 
l.... 

계속운전 허용여부 설계수명 

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어 계속운전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구축과 계속운전허용에 

요한 안전규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으 

원자력법령의 분석 및 주요 외국의 제도적 사례에 대한 종합 

피 
E즈 

만료시에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를 원전 
j 

이
 

트
 
「

로 두었고， 국내 

분석을 통하여 필요 계속운전 허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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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절 서 료르 

----



1 절 서론 제 

공급 수단으로 원자력 부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시작으로 결과 1978년 

원전이 상업 운전 중이고， 3기가 건설 중이며， 앞으로도 신고 

리 1, 2, 3, 4호기， 신월성 1, 2호기 등 발전소가 지속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동 

안 국내 원자력발전소들은 안전성 및 경제성 관점에서 

년 국내 전력 수요의 43%를 담당하였으며， 현재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 2002 

원자력 발전량 규모는 세계 6위권 

상업발전을 l호기 고리 二l왔다. 확대하여 

2002년말 현재 17기의 

이용을 발전의 

으로 성장하였다. 

설계수명을 정해 놓고， 그 기간동안 충분한 안전여유도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원전은 30년이 

원자력발전소는 처음에 

경제성 대님 H T l:!:" 있는 운전이 확보하면서 

가압경수형 

E크 
E프 

설계수명이 되고 

가
 
이
 

허
 

간
 

햄
 펴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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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원전은 40년， 가압중수형 

있는데， 미국에서는 1954년 원자력법을 제정하면서 

기간인 25년에 비해 원전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과대하여 

의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기간을 40년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원전은 자연스럽게 40년에 맞추어 설계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미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영허가 기간이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 

며， 초기에 운영허가를 다시 발급하지 않고 현장검사를 통해 운전안전성을 정기적으 

로 확인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국을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이 급속하게 팽창하였던 1970년대 초에 상당히 

이 설계 및 건설되었는데， 이들 원전의 수명은 2010년경에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 

므로 새로이 운영허가를 갱신하던가 아니면 폐로처분을 해야한다. 여러 원자력발전 

동시 다발적인 폐쇄는 미국 전력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므로 1980년대 

수명연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결과， 적절한 노화관 

도달하였다. 또한 태양열， 지열， 풍력 등 

활용에 대한 관점이 부각되면서 

많은 원전 

소의 

원전의 부터 

대체에너지 안전하다는 결론에 

에너지의 

리를 하면 

미흡으로 1991년에 효율적 

lOCFR54, 허가갱신 규정이 발행되었다. 

개발 

일본 및 유럽에서는 운영허가 기간이 미국과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나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그 이후의 계속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후반부터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렇게 허가기간을 명시하지 。1- '-τ
t:õ" τ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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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1980년대 



국가에서는 설계수명이 종료된 후에 허가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 즉， 노후화 등에 대한 추가 검 

별도의 계속운영을 위한 

는 않고 있으나 초기 설계에서 고려하지 

토를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 등을 통해 수행하고， 가동중 검사를 강화하여 

전성을 확인함으로써 계속적인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있다. 

운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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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관리가 핵심적인 안전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연구와 논의 끝에 가동중 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의 

걸친 타당성 

도입이 확정되었 

단계적으로 가동중인 전 고， 2000년부터 고리 1호기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하여 

원전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PSR 시행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30년 또는 40 

년인 원전들에 대해 운전 연한과 허용 안전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관섬 

사가 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이미 시행이 확정된 주기적안전성평가 그리고 원자력 

법에 의한 정기검사 제도와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 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이 2008년도에 만료되므 

로 국내 규제체계와 관행을 고려하여 계속운영 또는 설계수명 재평가와 관련한 최 

적의 규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만 한다. 

국내에서는 원전의 허가심사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허가기간은 

미국 규제제도와 규제요건의 상당부분을 

확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검사를 매 7. 
T 

기마다 수행하는 등 일본과 

명시적으로 

유사한 규제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참조하여 우리 고유의 경험과 법적 서， 장수명운전관련 규제제도는 외국의 사례를 

체계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영을 위해 중요한 것은 설계단계에서 미쳐 고려하지 조2. *11 
/、 〉λ

던 장수명운전 부분에 대한 검토와 가동기간중에 발견된 설계의 부적합성 혹은 새 

로운 규제현안 등에 대한 보완 및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술 

기준을 근거로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운영허가기반(Licensing Basis)을 설정하는 것이 펼요하고， 초기 운영허가 

기반에 추가하여야 하는 소급적용의 범위와 한계를 

기간 동안 필요한 노후화관리 방안 및 이의 주기적 

한다. 

그동안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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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하여야 하며， 연장운전 

확인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초과운전 필요성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기술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며， 원자력계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 및 

내부에서 조차 핵심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설계수명을 운영허가기간으로 볼 수 

대해서도 통일된 의견이 수렴되지 연장운전 타당성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원전 운영기간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이후의 않았으며，그 

적절한 기술 기준에 

있느냐에 

을 평가하7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초의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느 시설이든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설계수명 만큼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규제자는 발전소를 설계수명 이상으로 운전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안전성을 기준으 

로 판단해야 하며， 운영자는 요구되는 안전성의 확보 가능여부와 경제성， 전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전 계속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적 요건이 도출되어 가동중인 원전 

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계속운영 될 수 있다면， 부지확보의 어려움 없이 급등하는 

에너지 수요를 수용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비용을 절약하여 이에 

을 경감시켜 발전원가를 낮추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대한 부담 

이와 같이 계속운영과 관련한 규제요건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결정될 수 있 

'-、- 것은 아니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적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들이 마련되 

어 투명하게 제시되어야만， 지역주민과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찰 등으로 인한 국론 분열 ul 

^ 사회적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고유의 규제 체계 및 관행에 맞는 수명 관련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를 중심으로 수명관리 제도화 방안 및 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 

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나름대로 고리 1호기의 수명 관리 연구를 수행해 왔다. 

도입 과정에서 또한，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의 

기적안전성평가는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영의 

였다. 

수명연장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ζ 

T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하 

지난 2000년도 국정감사 수감당시 의원들은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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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l호기의 페로 예정일을 2008년으로 인식하고 있어 원전 계속운영에 관한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추진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2002년 2월 

김영춘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소위 

원회에 원전 계속운영 관련 원자력볍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2년 11월 국정감사시 규제기관은 원전 계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토록 요구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리 1호기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영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원전계속운영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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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속운전 안전성 확보체계 



설계수명은 일반적으로 경수로가 40년(단 고리 l호기는 30년임) , 중 

있으며，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 가 

고리 1호기는 앞으로 4년 (2008년) , 중수로인 월성 1호기는 9년 

2 절 계속운전 안전성 확보체계 제 

국내 원전의 

수로는 30년으로 설정되어 

장 오래된 경수로언 

(2013년)후면 각각 그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된다. 

국내 여건상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경제적 관점에서나 신규 원전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어느 나라보다 자원의 재활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가동원전의 

설계수명 이후의 안전성확보가 전제되는 한 계속운전을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국내 안전 규제제도와 관행 및 기술은 그동안의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전되면서 기여할 수 크게 국가 경제에 왔다. 국내 

온 안전 

관한 제도는 계속운전에 대한 펼 

이행되어 있었던 

규제 제도가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계속운전에 

요성 인식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데에는 선진국 제도를 받아들이고 관련 기술을 익히면서 

계속운전이란 가동원전을 설정된 운영허가기간 또는 안전성 평가에 의해 설정 

된 기간을 초과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계속운전하는 것으로 

써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 

으나 기존 제도들과의 조화 및 상호활용을 통해서 규제업무의 효율성을 적극 모색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운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최신 정보와 함께 국내의 

기존 제도와 앞으로 시행예정인 신규 제도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장 

에서는 계속운전과 관련된 안전성 확보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도화의 펄요성 

현행 원자력법에서는 원전의 건설 및 운영시 각각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최종안 

전성분석보고서 등 법적 서류를 제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다. 그러나， 원전의 운영허가 유효기간 혹은 운전가능기간에 관해서는 명시된 규정 

이 없기 때문에 원전사업자가 원전의 건설 및 운영시 제출하는 서류에 언급된 설계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가 원전의 

있 

설 

F S 

경과할 경우， 이에 수명이 



법률적으로 계속운전이 가능한 지에 대한 계수명을 초과하는 계속운전을 요구할 때 

소지가 있다. 논란의 

대
 

” 운영허가 기간과 갱신에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서 경우， 일본의 우리나라의 

수명연장에 

허가가 취소되지 

법적 근거 

시행하고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 

별도의 

도입하여 

원전의 

위배되어 

갱신에 관한 

체계에서 

관해서는， 안전성 저해 등 운영허가의 기준(법 제22조)에 

않은 한 계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허가기간과 

를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있는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를 연계한 원전의 계속운전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현행 국내법 않기 때문에 규정을 두고 있지 법적 한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기 

로서 

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전 연장운전과 관련한 법률 해석상의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결과를 토대로 원전 수명연 

제1차 원자력안전위원회(‘99. 12. 21>에서도 

계속운전 허용여부 판단을 위한 주 

국가가 그 

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는 원전설계수명 만료시 

요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대부분의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장과 연계하고 

원전사업자 및 규제기관 모두가 운영허가 갱신의 준비 및 심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의 소요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운영허가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20 

전에서 최소 5년 전까지로 그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허가종 

시점에 운영허가 갱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연장운전을 위한 

년
 

전 정도의 약 10년 료 

이 정도의 여유는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이행에 보완요구사항 등의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규제기관의 

따라서， [표 2.1]과 [표 2.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고리 l호기 및 월성 1호기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언급된 설계수명 만료 시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속운전 허용여부와 관련한 제 

도화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원전의 안전성 측면보다는 자원 재활용에 따른 환경보 

존과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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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 가동원전 인 · 허가 현황 

원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상업운전 설계수명 설계수명 PSR 결과 

(최초 임계일) (년) 연도(*) 제출기한(**) 

고리 1 72. 5. 31 72. 5. 31 
78. 4. 29 

30 2008 02. 1l. 30 
(77. 6. 19) 

고리2 78. 1l. 18 83. 8. 10 
83. 7. 25 

40 2023 03. 12. 31 (83. 4. 9) 

고리3 79. 12. 24 84. 9. 29 
85. 9. 30 

40 2025 04. 6. 30 (85. l. 1) 

고리4 79. 12. 24 85. 8. 7 
86. 4. 29 

40 2026 04. 6. 30 (85. 10. 26) 

월성 1 79. 12. 24 78. 2. 15 
83. 4. 22 

30 2013 03. 6. 30 
(82. 1l. 21) 

월성2 78. 2. 15 96. 1l. 2 
97. 7. 1 

30 2027 미정 (97. l. 27) 

월성3 92. 8. 28 97. 12. 30 
98. 7. 1 

30 2028 미정 
(98. 2. 25) 

월성4 94. 2. 26 99. 2. 8 
99. 10. 1 

30 2029 미정 
(99. 4. 11) 

영광1 8l. 12. 17 85. 12. 23 
86. 8. 25 

40 2026 05. 6. 30 
(86. l. 31) 

영광2 8l. 12. 17 86. 9. 12 
97. 6. 10 

40 2027 05. 6. 30 (86. 10. 14) 

영광3 89. 1l. 21 94. 9. 9 
95. 3. 31 

40 2035 미정 
(94. 10. 13) 

영광4 89. 1l. 21 95. 6. 2 
96. l. 1 

40 2036 미정 
(95. 7. 7) 

영광5 97. 6. 14 Ol. 10. 24 
02. 5. 21 

40 2042 미정 
(Ol. 1l. 23) 

영광6 97. 6. 14 02. 7. 31 
02. 12. 24 

40 2042 미정 
(02. 9. 1) 

울진 1 83. 1. 25 87. 12. 23 
88. 9. 10 

40 2028 06. 12. 31 (88. 2. 25) 

울진2 83. 1. 25 88. 12. 29 
89. 9. 30 

40 2029 06. 12. 31 (89. 2. 25) 

울진3 93. 7. 16 97. 11. 8 
98. 8. 11 

40 2038 미정 
(97. 12. 21) 

울진4 93. 7. 16 98. 10. 29 
99. 12. 31 

40 2039 미정 
(98. 12. 24) 

울진5 99. 5. 17 40 

울진6 99. 5. 17 40 

* 상업운전 개시를 기점으로 설계수명기간 동안 운전한다고 가정할 때 

** 과학기 술부 고시 20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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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내 원전의 설계수명 기재 현황 

원전명 
문서명 기재 위치 

(설계수명， 년) 

고리 1호기 
· 제5장 (Reactor Coolant System and Connected System) , 5.1절 

FSAR (Summary Description) 중에 서 , 
(30) 

- Table 5.1 -1 (RCS Design & Performance Characteristics) 

· 제5장 (Reactor Coolant System) , 5.2절<Integrity of Reactor 

고리 2호기 
FSAR 

Coolannt System Boundary) 중 에 서 , 

(40) - 5 .2.1 (Design of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Components) 중， 5.2.1.5(Design Transients) 

고리 3&4호기 
• 제5장 (Reactor Coolant System) , 5.1절 (Summaη7 

(40) 
FSAR Description) 중에 서 , 

- Table 5.1 -1 (System Design & Operating Parameters) 

. DM-59-31100(Fuel Channel Assembly) 중에서， Page2-1 의 

월성 1호기 Design Design Requirement 

(30) Manual - 연 료 채 널 : 210,000 EFPH (Effective FulI Power per Hour) 

(이용률 80%시 약 30년에 해당) 

월성 
• 제 1장(발전소 개요)， 1.2절(요약설명) 중에서， 

2&3&4호기 FSAR 

(30) 
- 1.2.1 개요 

영광 1&2호기 
· 제5장 (Reactor Coolant System) , 5.1절 (Summary 

FSAR Description) 중 에 서 , 
(40) 

- Table 5.1 -1 (System Design & Operating Parameters) 

· 제3장(구조물， 기기 및 계통의 설계)， 3.1절(USNRC 일반설계 l 

기준에의 적합성)， 3.1 .2( 일반설계기준) 중에서， 

영광 3&4호기 
FSAR 

3. 1. 2.27(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 파열방지) 

(40) · 제5장(원자로냉각계통과 연결계통)， 5.3절(원자로용기) 중에서， 

- 5.3.2(압력-온도 한계) 중， 5.3.2.1(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 

압력 한계곡선) 

* FSAR :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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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내 원전의 설계수명 기재 현황(계속) 

원전명 
l 문서명 

(설계수명， 년) 

영광 5&6호기 

(40) 
FSAR 

울진 1&2호기 
I FSAR 

(40) 

울진 3&4호기 

(40) 
FSAR 

기재 위치 

·제3장(구조물，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3.1 절(미국 원자력안 

전규제위원회의 일반섣계 기준 준수)， 3. 1. 2( 일반 설계기준) 중 

에서， 

-3. 1.2.27(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파괴방지) 

· 제5장(원자로냉각계통과 관련계통)， 5.3절(원자로용기) 중에서， 

- 5.3.2( 압력 온도 한계) 중， 5.3.2.1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 

압력 한계곡선) 

· 제5장 (Reactor Coolant System) , 5.1절 (Summary 

Description) 중에 서 , 

- Table 5.1 -1 (System Design & Operating Parameters) 

· 제3장(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3.1 절(미국 원자력안 

전규제위원회의 일반설계 기준 준수)， 3. 1.2(일반 설계기준) 중 

에서， 

-3. 1. 2.27(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파괴방지) 

· 제5장(원자로냉각계통과 관련계통)， 5.3절(원자로용기) 중에서， 

- 5.3.2(압력-온도 한계) 중， 5.3.2.1(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 

압력 한계곡선) 

· 제3장(구조물， 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계)， 3.1절(미국 원자력안 

전규제위원회의 일반설계 기준 준수)， 3. 1. 2(일반 설계기준) 중 

에서， 
울진 5호기 

(40) 
FSAR I -3 .1 .2.27(원자로 냉각재 압력경계에 대한 파괴방지) 

· 제5장(원자로냉각계통과 관련계통)， 5.3절(원자로용기) 중에서， 

- 5.3.2(압력-온도 한계) 중， 5.3.2.1(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 

압력 한계콕선) 

* FSAR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2. 기존 안전성 규제 주요 요건 

원자력 안전규제는 원자력시설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개인조직， 인력， 서비스， 문서 등 일체의 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원자력법에서는 신규 원자력시설의 허가신청과 관련한 안전성 평가 

등 사전규제와， 허가시설에 대한 안전운전 등 유지보수 활동의 확인과 검증 등 사 

후규제로 나뉘어져 있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는 원자력법과 전기사업법에 의해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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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즉， 건설허가(원자력법 저111조) , 운영허가(원자력볍 제 21조) , 사용전 검 

사(원자력법 제 16조) 및 정기검사(원자력법 제23조의 2)는 원자력법에 따라 과학기 

술부장관이 안전규제를 행하며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규제를 행한다. 

2.1 건설허가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원자력법 제 11조 제 l항) . 건설허가 신청서에는 

1) 환경영향평가서 

2)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3) 설계 ·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원자력법 제 11조 제2항) . 

건설허가시 안전성을 심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PSAR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이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는 원전 

의 부지， 설계， 안전성 등의 모든 심사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여 허가기준을 기술적으 

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한 보고서로서， 그 작성지침은 Regulatory Guide 

l.70 Rev.3 Standard Format & Content를 준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심사기준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의 심사기준인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을 적용하 

고 있고， 이때 원자력사업자가 작성한 설계기준사고의 분석 등이 타당한지를 확인 

한다.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에 대한 심사는 과학기술부가 행한다. 그러나 과학기 

술부는 원자력법 제 111조(업무위탁) 제 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실질적 

심사를 위탁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미국 NRC가 원전에 대한 인허 

가시 사용하는 심사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 

허가를 발급하며， 허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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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 

에 지장이 없을 것(원자력법 저1112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2 운영허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 

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원 

자력법 제 21조 제 1항 및 제2항). 운영허가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 및 운영기술지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 · 물체 및 공공의 재 

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발전용원자로 q .l 
^ 관계시설의 운영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방지 

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였다(원자력법 제22조) . 

미국 원전의 인·허가제도에 있어서 건설허가 신청 시에는 일반 정보서류 

(General Infonnation Document)를 첨부하고， 운영허가 신청 시에는 기술 정보서류 

(Technical Infonnation Ðocument)를 첨부한다. 일반 정보서류에는 신청인의 。1 ;셔 
c -, 

운영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주와 자치단체의 방사선비 

포함되고， 기술 정보서류에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또는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보안계획， 안전심사지침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 등이 포함된다. 

q .l 
^ 건설 사항과 원전의 

등이 상계획 

발전용원자로의 운영허가가 발급된 이후에도 원전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1) 정기검사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 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1:11-
I二

아야 한다(원자력법시행령 제42조 제 1항) . 

2) 원자로조종책임자의 선임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운영기술지침서에 따 

확보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 중에서 원자로조종책임자를 선임하여 이를 원자로의 운전개시 

안전운전을 E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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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 한 제 26조 신고하여야 한다(원자력볍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에 

위반한 때에는 발 편，과학기술부장관은 

전용원자로 운영자에 대하여 해임을 명할 수 있다. 

등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 

。1 조므L 트르 -, ’ E크 원자로조종책임자가 그 

관한 안전조치 3) 운영에 

져
맨
 
뺨
 

‘
기
 
야
 

딴
 뼈
 

사
n。
 

: 

를
 

、
이
 치
 

려
。
 
조
 

냥
。
 토

。
 한 

매
매
 。
μ피

브
 

뼈
 

관
 

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안전을 위하여 이
 「

고
 。

고
 
。따라 인체 · 물체 

(원자력법 제 29조제 1항) . 

및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보전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전 

@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등의 취급 · 운반 및 폐기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4)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과학기술부장관은 발 

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등에는 이의 사용정지， 개조， 수리， 이전 운영방법 

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원자력법 제30조) . 

2.3 정기검사 

원자력법 제23조의 2( 검사)， 원자력법시행령 저1142조(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라 

원자로의 운영상황 또는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검사시기를 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나 검사를 받은 후， 207H 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법 제23조의 2( 검사)， 원자력법시행령 제42조(정기검사)의 규정에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에서 규정한 검사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따른 

1) 원자로본체(핵연료 포함) 

2) 원자로냉각계통 시셜 

3) 계측 및 제어계통 시설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6) 방사선관리시설 

7) 원자로격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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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로안전계통시설 

9) 안전관련 전력공급계통시설 

10) 방사선비상대응시설 

11)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우리나라에서 정기검사에서 대상이 되는 시설은 발전소에 따라 달라질 /-‘ 
기-

。1
까아、 

고， 현재 

과 이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사업자인 한수원(주)이 협의하여 각 원전의 트르 λ4 
「 。

반영되도록 각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을 정하고 있다. ~l
口

~프 

누L둥" 위하여 2000년 12월에 

서 (KINS/ AR-105, Vo1.8)에 서 

작성된 고리원자력 1호기에 대한 제 19차 정기검사보고 

수행된 각 시설별 세부 검사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로본체(핵연료 포함) 

CD 핵연료 건전성 검사 

@ 영출력 노물리시험 

@ 출력중 노물리시험 

@ 노내 중성자속 검출기 이동관 검사 

@ 원자로 내부구조물 검사 (제어봉 와전류탐상 점검)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 

@ 안전등급 1, 2, 3 기 기 가동중 검 사(ISD 

가) 안전등급 1, 2, 3 기 기 및 지 지 대 가동중검 사(ISD 

@ 안전등급 1, 2, 3 기기의 비파괴 검사 

@ 안전등급 기기의 지지대 육안 검사: Class 1 (PZR, RC , CVC , RHR, 

SIS) , Class 2(RHR, MS , FW, PUMP) , Class 3(SIS , CC, AF, SF) 

@ 원자로 자동 초음파검사 Shel1 to Flange from Seal Surface, 

Outlet Nozzle to Shell, Inner Radius Section, Outlet Nozzle to 

Safe End, Safe End to Pipe 

@ 원자로 내부 육안검사 RPV Interior Surface(flange surface, outlet 

nozzle), RPV Core Support Barrel(CSB shroud, lower core plate, 

core barreVbaffle inside wall, 핵 연 료 정 렬 핀 ) 

밴 열피로 배관의 초음파 검사: 원자로냉각재계통， 안전주입계통， 주급 

수계통， 잔열제거(RHR) 계통，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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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제어 계통(CVCS)의 



관 

나) 탄소강배관 두께 감육 측정: 안전등급 탄소강 배관 8개소 

다) 원자로냉각재계통 Cross Over Leg의 Pipe Whip Restraint 간격 측정 

라) 취출계통 손상 평가 및 교체작업 

@ 증기발생기 세관 와전류탐상 검사 

@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점검 

@ 가압기 밸브 점검 

@ 원자로 냉각수 유량측정시험 

@ 원자로 냉각재 계통 누설시험 

3)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 원자로정지계통 응답시간 측정시험 

@ 공학적안전설비 응답시간 측정시험 

@ 제어봉 낙하시간 측정 

@ 제어봉 위치지시계통 기능시험 

@ 핵계측계통 기동영역계열 교정시험 

@ 원자로냉각재 계통 온도계기계열 교정 

(J) RCS 과냉각여유도 지시계 신설 

@ 증기발생기 협역수위 계기계열 교정 

@ 지진감시계통 점검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CD 핵연료 이송설비 점검 

@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점검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시설 점검 

@ 환기계통 성능시험 

@ 수질관리 점검 

6) 방사선관리시설 

점검 

φ 방사선관리 및 보건물리 계획 점검 

@ 방사선 측정 및 감시계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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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로격납시설 

@ 격납건물 격리계통 점검 

@ 격납건물 살수계통 점검 

@ 격납건물 가연성기체 제어계통 점검 

@ 강재 격납건물 점검 

@ 격납건물 종합 누수율 시험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 

@ 잔열제거계통 점검 

@ 핵연료교환용수 저장탱크 점검 

@ 보조급수계통 점검 

@ 비상노심 냉각계통 점검 

9) 안전관련 전력공급계통시설 

CD 125V 축전지 및 충전기 성능시험 점검 

@ 저전압， 저주파수 계전기 계열교정 

@ 소내변압기 설비개선 점검 

@ 비상디젤발전기 성능시험 

@ 비상디젤발전기 기계계통 점검 

가)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윤활유/냉각수 관리 

나) 비상디젤발전기 계통의 보수 점검 확인 

및 점검 확인 

@ 엔진내부부품: 실린더 헤드， 흡 · 배기 밸브，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및 피스톤 링， 크랭크 축， 기타 주요 부품 

9 기동공기계통: 공기압축기， 공기탱크 내부， 배관 및 

@ 윤활유 계통: 윤활유， 펌프， 온도조절 밸브 

@ 냉각수 계통: 냉각수， 펌프， 온도조절 밸브 

밸브 

@ 연료유 계통: 연료이송펌프， 연료필터， 연료분사펌프 

뺑 배 기 가스 계 통 Turbocharger 

다) 정기보수기간중의 성능시험중 기계분야의 성능유지 확인 

10) 방사선비상대응시설 

@ 이는 고리원전 전체를 위한 공통시설이며， 고리 4호기 제 12차 정기검사 

- 15 -



기간(2000.7.16-2000.9.14)에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제외됨. 

11)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φ 내진등급 1급 구조물 구조건전성 점검 

가)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 

나)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누설점검 

다) 기기냉각해수 취수배관 점검현황 검토 

라)전기방식설비 유지관리현황 검토 

@ 기기냉각수계통 점검 

@ 기기냉각해수계통 점검 

@ 필수냉각계통 점검 
@ 공기조화계통 점검(기계분야) 

@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 점검 

@ 제어용 압축공기 계통 점검 

@ 화재방호계통 점검 

가) 화재방호계통 공기압축기 및 Deluge 밸브외관 점검 

나) 화재방호계통 자동동작 경보시험 

다) 소화전 외관 기능 및 정밀점검 

라) 화재방호계통 기능시험 

마) 화재방호계통 유로의 운전 가능성 시험 

바) 격납용기 격리밸브 개폐시험 및 점검 

사) 소화살수계통 스프링쿨러 헤드 및 노즐점검 

아) 화재보호 열감지기 동작시험 

자) 화재 감지기 및 경보계통 

차) 기타 화재방호계통: 비상화재방호장비， 화재방호계통 여과기， 방화문 

및 방화벽 관통부 

@ 주증기 차단밸브 점검 

@ 주급수 차단밸브 점검 

@ 주증기 안전밸브 점검 

@ 안전 및 감압밸브 개방압력 설정치 

@ 안전등급 펌프 및 밸브 가동중시험 

@ 기계식/유압식 방진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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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조치 1'!.1 
^ 행정명령 

원자력법 제29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 시행령 제 102조에서는 인체와 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설기준규칙 제 53조(운영기술지침서의 ;ζ/‘ 
τr:-. 

c 、 L一
。 J "C 운영기술지침서에 규정된 

원자로시설의 운전제한조건이 만족되는지 점검·감사하고 만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시설기준규칙 제58조(운전경험의 반영)에 따라 발전소의 우져켜허으 \!... ~L!. 'o 0 -2.. 체계적으 

로 반영하기 위하여 운전경험 자료를 수집 · 분석 · 관리하고， 운전경험에 

결과를 설비 · 안전성관련기준 · 운영절차서 및 교육훈련에 반영한다. 

대한 분석 

시설기준규칙 제63조(시험 · 감시 · 검사 및 보수)에서는 안전관련 구조물 · 계통 

및 기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평가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시 제98-15 : 원자로시설의 가동중점검 및 가동중시험 

관한 규정) . 또한 원자로의 안전정지 · 정지 상태 유지 및 사고결과의 완화에 필 

고 

에 

요한 주요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그 성능과 시간경과(고시 제98-15 원자로시설 

의 가동중점검 및 가동시험에 관한 규정) , 중성자 조사로 인하여 원자로압력용기의 

재질 및 성능(고시 제2000-15호 :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기준)등에 안전조치를 취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정 및 보안 조치의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사용전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 

@ 원자력법 제 16(검사) 

@ 검사결과 건설허가기준(법제 12조)에 미달되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을 위 

반한 때 

※ 시행령 제27조(사용전검사) : 공정별 검사결과에 합격하지 

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 

2)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 

@ 원자력 볍 제23조의 2(검 사) 

못하면 당 

@ 검사결과 건설허가기준(법제22조)에 

(법제29조)가 미흡할 때 

미달되거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 시설기준규칙 제 19조(정기검사) : 임계 전까지 실시한 검사결과가 운 

영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원자로의 

계를 허용할 수 있음 

출력상승시험을 위한 원자로 엄 

3) 원자로시설의 사용정지 등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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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원자력법 제30조(발전용원자로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 원자로시설의 성능이 운영허가기준(법 제22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에 안전조치(법 제 29조)가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 

@ 원자로시설의 사용정지 · 개조 · 수리 · 이전 · 운영방법의 지정 또는 운영 

기술지침서의 변경이나 오염제거 기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6 oU그」 T ;.λ n 

4)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한과 수시검사 및 시정 또는 보완명령 

@ 원자력 법 제 103조(보고 · 검사 등) 

@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와 서류보완 명령 

@ 수식검사 및 위반시 시정 또는 보완 명령 

5) 운영허가의 취소 및 운영의 정지 (1년 인내) 명령 

@ 원자력법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 운영허가기준 미달 (법 제22조)， 정기검사결과에 따른 시정/보완명령 위 

반(법 제23조의 2) , PSR결과에 따른 시정/보완명령 위반(법 제23조의 

3) ,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법 제29조) , 사용정지등 안전조치명령 

위반(법 제30조) ,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한과 수시검사 및 시정 

또는 보완명령 위반(법 제 103조)， 허가 또는 지정조건 위반(법 제 104조) 

2.5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SR은 TMI-2와 Chemobyl 원전 사고의 후속조치로 유럽에서 발전하여 IAEA 

가 1994년 국제적 지침으로 발간하였다. PSR 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국가에서는 기 

본적으로 lAEA의 안전지침을 따르면서 자국의 요건， 국제기준 및 관행 등을 고려 

하여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합의하에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수행 범위 및 내용을 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99년 12월 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동원전 주기 

적안전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표 2퍼에서 같이 가동원전의 수명기간 동안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운전경험 원전운영자의 제반 안전활동， 노후화 영향 등을 포함하 

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 · 시행하고 었다. 

가동원전에 현재 이용되고 있는 안전기준과 관행에서 볼 때 안전한지 여부와 

이러한 안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인 평가 

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 ·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기본방향과 추진방법 및 대상호 

기 선정， 법제화 추진 일정을 정하고 2000년 5월에 PSR 시행지침(안) 확정 및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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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호기 PSR 시범적용을 [표 2.4]와 같이 정한 후， 2001년 1월 원자력법 제 23조의 3 

(주기적안전성평가)을 공포하여 법제화하였다. 

법제화에 따른 PSR 관련 원자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즉， 시행령 제42조의 

2(PSR 시 기 등) , 시 행 령 제42조의 3(PSR 내용)， 시 행 령 제42조의 4(PSR 방법 및 

기준) , 시행규칙 제 19조의 2CPSR 세부내용) , 시행규칙 제 19조의 3(PSR 기준) E 。

。2.

마련하고， 2002년 1월에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5(발전용원자로시설의 최초 PSR 

시기에 관한 규정)를 제정하였다. 

표 2.3 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사항(‘99. 12. 21) 

1. 기본 방향 : 가동원전의 수명기간동안 안전성확보에 필수적인 국내 · 외 

운전경험， 원전운영자의 제반 안전활동， 노후화 영향 등을 포 

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 · 시행 

2. 추진방볍 

。 평가주기 : 해당원전의 운전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0년마다 수행 

。 추진주체 : 원전운영자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규제기관에서 심사 

。 평가기준 : IAEA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지침서에 제시된 11 개 안전인자 

。 기타사항 

를 기본으로， 세부 평가범위는 원전의 운전년수 등에 따라 

조정가능 

~ 원자력법령에 의한 기존 규제요건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 

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 그 수행결과를 요약 

- 건설허가 · 운영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동일설계 원전들의 경우에는 선 

행 원전의 평가와 동시에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분 기술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는 원전 설계수명 만료시 계속운전 허용여부 

판단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3. 대상호기 선정 및 법제화 추진 

。 가동년수가 20년 이상 경과한 고리 1호기에 대하여는 2000년 중에 평 

가를 착수 

- 2002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가동된 전체 원전에 대하여 확대 시행 

- 가동기간이 오래된 원전(고리 2호기 월성 1호기 등)부터 우선 시행 

。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의 법제화는 2000년 내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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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사항(‘99. 12. 21)(계속) 

4. 기관별 조치사항 

。 과학기술부는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시행과 법제화에 필요한 세부사항 

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주기적안전성평가 

실무협의회(가칭 )J 을 구성 · 운영 

。 한국전력공사는 시범원전(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부와 사전협의 후 시행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사업자에게 제시할 주기적안전성평가 지 

침서(안)을 개발 : 주기적안전성평가 상세요소 및 범위， 적용 기술요건 

및 허용기준，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구성 등 

5. 향후 추진일정 

。 주기적안전성평가 추진방안 심의 • 의결 

。 주기적안전성평가지침서(안) 개발 

。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및 권고안 시행 

。 시범원전 안전성 평가 

。 제도 법제화 

。 시범원전 안정성평가결과 심사 

。 전체 가동원전에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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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 결과('00. 5. 25) 

주기적안천성평가 시행지침(안) 

1. 추진배경 및 경위 
。 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99. 12. 21)에서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 

가 추진방안』 을 심의 · 의결 
과학기술부는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시행과 법제화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 
。 이에 따라 관계기관 및 원자력안전위원 등 11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00. 1. 14)하여 평가기술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를 추진 

。 r원자력안전위원회 (1，4분과)J 의 토의를 거쳐 『주기적안전성평가시행지 

침(안)J 마련 
- 실무협의회 등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시행과 
법제화에 필요한 시행지침(안) 작성 

2. 지침(안) 주요 내용 
가. 제도의 목적 

。 가동중인 원전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안전기준과 관행에서 볼 때 안전한 

지 여부와 이러한 안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를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인 · 증진하는데 있음 

냐. 평가주기 

。 원전의 실질적인 가동시기인 최초 임계시점을 기준으로 매 10년마다 평 
가를 수행하고 

。 다만， 법령발효시점에서 가동연수가 10년이 이미 경과한 원전이 다수(9 

개)이므로 최초 적용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용 

一 평가 호기수， 평가의 주기， 평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4-5년 내에 

평가를 완료 

다. 평가범위 및 방법 

。 가동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1에 제시된 11개이 안 

전인자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원전의 운전연수 경과에 따라 세부평가범위는 조정 가능 

。 원자력관련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각종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평가가 이 
미 수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출 

。 동일개념으로 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원전에 대해서는 함께 평가를 수 

행하고， 후속호기에 대해서는 선행호기와 차이가 있는 부분만 구분하여 
기술 

※ 별표2 :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구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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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 결과('00. 5. 25)( 계속) 

라. 평가결과 심사 

사업자가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착수할 

가 발급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기준으로 

을 참조하고 

원전의 계통 · 기기 · 구조물의 경년열화 등 

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적용 

상기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저l 시 

해당 계통 · 기기 · 구조물의 안전중요도 평가， 확률론적안전성 

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제출 

당시 국내에서 동형 원전의 인허 

심사하되 최신기술과 운전경험 

。

안전기능 따른 시간경과에 

르
 

E 。

π
 

사
 

평가 등 

~ 사업자가 우선 。

시행지침(안)을 

마. 추진주체 및 절차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시(법령발효시에는 법령에 따라 평가 수행) 

사업자는 과학기술부의 시행지침에 의거 주기적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 

· 제출하고 결과는 평가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과학기술부는 안전성 심사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재 

심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별표3: 주기적안전성평가 이행절차 

제시된 。

。

。

※ 

2000. 5 - 200l. 11 
2000년 중 

3. 향후 추진일정 

시범원전(고리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수행 

주기적안전성평가 법제화 

전체 가동원전에 확대 시행 

。

。

2002. 1 。

가. 평가 목적 

주기적안전성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가동년수가 오래된 원전의 안전성 수준을 

안전평가시점에서 유효한 안전기준 및 관행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서 도출되는 

점을 보완 조치하여 최신의 원전 수준으로 증진 ·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운영허가갱신 평가의 목적은 법규상의 운영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가동원 

전의 운영허가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수명이 

장운전에 따른 안전성 유지 보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미비 

도래한 가동원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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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평가 범위 



주기 적안전성평가의 경우 평가범위는 [표 2.5]와 같이 lAEA에서 권고한 117B 의 

안전인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1) 실제 물리적 조건 

2) 안전성 분석 

3) 기기검증 

4) 경년열화 

5) 안전성능 

6)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 

7) 절차서 

8) 조직 및 행정 

9) 인적 인자 

10) 비상계획 

11) 환경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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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자 

1. 실제 

물리적조건 

2. 안전성 분석 

3 기기검증 

4. 경년열화 

5 안전성능 

표 2.5 PSR의 안전인자 및 평가범위 

평가범위 

。 원전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실제 물리적 상태 파악 및 평가 

。 발전소 실제 상태， 예상되는 수명말기 상태와 현행 해석방법， 

안전기준 등을 고려한 기존 안전성분석의 타당성 평가 

- 기존 안전해석기법의 타당성 

- 공통원인사고， 교차결합(Cross-links) 사고 가능성 

- 결정론적방법을 기본으로 확률론적방법 병행권장 

。 지질， 홍수， 기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 부지특성 평가 

。 안전 관련 장비들에 대한 규정 및 안전기능 수행가능성 

이행실태 평가 및 품질보증 이행현황 평가 

- 수명기간동안 안전기능 수행 보증 증거 제시 및 문서화 

7~ 즈i 
C그 c> 

- 경년열화， 변경， 보수， 정비， 고장， 교체， 비정상운전조건， 이력 

。 원전 안전여유도 유지를 위한 노후화 관리실태 및 향후 관리계 

획의 적절성 평가 

- 구조물 및 기기/계통 미래상태 예측 

- 성능저하시점 예측 및 감지， 적절한 보수 및 완화조치 

- 경년열화 프로그램 및 안전여유도 유지 계획 

。 원전의 안전성능 및 운전경험 기록경향 분석 

- 안전성관련 사건， 안전계통 이용불능도 

- 방사선 피폭， 폐기물 발생 및 유출 

- 운전기록， 보수， 시험， 검사， 교체， 변경 기록 평가 

- 안전성능지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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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PSR의 안전인자 및 평가범위(계속) 

안전인자 평가범위 

6. 운전경험/연구 。 운전경험 및 기술개발 결과의 반영활동 평가 

결과 활용 - 반영 체계， 현황 및 성과 등을 검토 

。 원전 운전， 보수， 점검， 시험， 변경 및 비상대응 절차의 적절성 

평가 

7. 절차서 - 운전， 보수， 점검， 시험， 작업허가 및 방사선 방호절차 및 변경 

절차 

- 발전소 설계， 하드웨어의 변경 관리 · 통제 절차 

。 조직 및 행정의 원전 안전운전에 대한 적합성 평가 

8 조직 및 행정 
- 안전 운전에 대한 적합성 

- 관리， 배치(형상) 조정， 기술 및 계약 지원， 훈련， 품질보증， 기 

록， 법령준수 등 

9. 인적인자 
O 원전 안전운전 관련 각종 인적인자들의 상황 평가 

- 직원 구성， 채용， 훈련， 절차서 형태， 인간-기계 연계 등 

10. 비상계획 
。 사업자의 비상대비 계획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상태와 국가차 

원의 준비， 조정 및 정기점검 실태 평가 

11. 환경영향 。 사업자의 적정 원전환경영향감시 프로그램 확보 여부 확인 

」

다. 수행 방법 및 절차 

1) 원전운영자는 해당원전의 운영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매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나타낸 [표 2.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평가보고서로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며， 과학기술 

부는 [그림 2.1]에서와 같은 이행절차를 거쳐 평가 결과와 취약점 개선현 

황 및 계획 등을 심사함으로서 필요시 시정조치 및 운전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현행 원자력법령상의 기술기준 및 안전조치 기준 적용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 경년열화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 적용 

3)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는 원전 설계수명 만료시 계속운전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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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PSR 평가 보고서 구성 및 내용 

분야 장(Chapter) 평가 내용 

I. 발전소 일반 현황 
l. 일반사항 일반사항 

2. 부지특성 지리， 지칠 특성 

l. 설계특성 기기검증 

2. 구조물 물리적 상태 

3. 원자로 경년열화 

4. 원자로 냉각재 계통 

II. 구조물 · 계통 · 기기 5. 공학적 안전설비 

6. 계측제어 계통 

7. 전력계통 

8. 보조계통 

9. 동력변환 계통 

III. 방사성폐기물 및 
l. 방사성폐기물 관리 물리적 상태 

2. 방사선 방호 안전성능지표 
방사선관리 

3. 환경영향 환경영향 

l. 안전성능 안전성능 

N. 안전성 평가 2. 사고해석 안전해석 

3. 설계 안전성 

l. 조직 · 행정 조직·행정 

V. 발전소 운영 · 관리 
2. 절차서 절차서 

3. 인적인자 인적인자 

4. 비상계획 비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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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운영자 
과학기술부 

한수(원) 

이 행 계 획 수 립 · 확정 1 •• 。 l δCJ! 겨 l 깅션 ι그 ζ二 •• 

안전성평가 수행 

취약점도출/개선 { • | 심사의뢰 

평가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심사의뢰 -• 

• 

시정조치 이행 

※ 종합위험도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심의>! • 

‘ ...... --------_ .. _ .. _----~----_ ....... _..“ a 

시정조치요구 

운전정지 

종결 

그림 2.1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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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 

그 

심사수행 

심사보고서 작성 

※ 안전현안 도출 



2.6 PSA의 활용 

가장 먼저 제시하여야 

답이다. 새로 

원전수명연장을 위한 검토작엽을 수행할 때 규제기관이 

할 사항은 대한 질문에 것인가라는 검토할 부
 
’ 어떠한 반져*이 

't::. 1....:. ---- -

이 질문을 적용한다면 매우 간단하다. 즉， 안전에 관 

련된 모든 계통 및 기기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난 30 혹은 40년 동안 안전하게 

건설되거나 운전되는 발전소에 

적용할 

때에는 모든 계통 및 기기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 수명연장을 위한 발전소의 안전평가 시 경년열화의 영향을 받는 안전관련 사 

항들과 교체되어야 하는 기기 및 부품들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 

고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하여 운전되어 온 발전소에 

이미 닝}^~ 까、 느二 
i코 L!. --L- 1-접수할 시점에 운영허가 갱신신청을 튿;션반저/←으1 

J 0 ~ L:,.-I--, 규제기관이 

운전되어온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발전소의 

데이터와 함께 특정 발전소의 향후 안전성을 예측하 

높은 기초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경험 동안 안전하게 25-40년 

및 운전경험 은 다른 발전소의 

필요한 신뢰성 

또한， 안전에 영향을 

는데 

의해서 규제기관에 = r. l=l l=l C 。
Ü ..i:L .., τC2 τ 발전소의 있는 까‘ .., :그: 

능투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으며 사업자 또한 개선시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사업자는 부품의 성능이 성능제한치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규제지침을 규제기관은 

예를 들어， PWR 이차측 냉각수의 방사능 준위를 제한함으로써 증기발생기의 

손상된 세관 수에 대한 허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실제로 증기발생기 

의 교체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즉 규제기관은 이미 현 운영허가 기간 동안 발전소 

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허가 갱 

신도 이러한 규제기관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 

명연장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안전성 재평가는 경년열화의 영향을 받거나， 새로이 

교체되거나 새로이 설계된 기기와 구조물에 대해서만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영향을 받거나， 새로 

기기와 장수명의 피동형 

언급한 경년열화의 앞서 대상 기기로서 원전의 수명관리 

교체되거나 새로이 능동형 단수명의 기기들은 설계된 。l

기기는 펌프나 모터와 같이 이동가능한 기기를 말하고， 이러 

못하면 관련계통의 기능이 수행되지 못하므로 감시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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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로 나눌 수 있다. 

단수명의 

한 기기들이 작동하지 

혀
。
 픔

 



있으므로 설계되어 가능하도록 

및 교체가 용이하고 설계수명이 상대적으로 작다. 

장수명의 피동형 기기는 

교환이 일반적으로 부품 이러한 기기는 있다. 되고 

정비 

정
 

지
 

고
 
이
사
 

압력용기， 격납용기， 열교환기 등과 같이 

전 수명기간동안 교체가 예정되어 

원자로 

기능을 수행하며， 대부분 원전의 된 상태로 

많이들 뿐만 아니 

있다. 

비용이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교체가 어렵고 ul 
;’<정비 

및 교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않다. 이러한 기기는 일반적으로 

라 정비 

ζ::: riI .Q.. , 。 든프 
qJ 
;’<박윤원 등은 고리 1호기와 유사한 원자로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교·분석하였다. 이들은 

교 결론에서 “노후관리는 보수， 검사의 신뢰도확보 등 사고예방조치를 위주로 하며 

체가 어려운 장수명 기기와 피동설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운영허가기반을 현행 적용된 Surry 원전에 미국의 는
 

갖
 

기초한 운영허가갱신 검토시 능동부품을 제외하고 있 

다. 능동부품은 Maintenance Rule 'il lOCFR50.65에 의해서 규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장된 운전기간 동안에 능동 부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발전소의 수명연장 인허가시 능동부품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방법 

안전성평가(PSA)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 우. lOCFR54에 

확률론적 

미국의 

으로서 

사고에 。이 E二 
-"^ '-

/-, 이어질 손상으로 노심 Analysis(PSA) 는 

모델이다. 따라서 

Probabilistic Safety 

二l있으며 t:: ~ ,J!. 초점을 손상도에 노심의 PSA는 대한 확률론적 

Probabilistic Risk Analysis 

(PRA)는 노심손상사고 이후의 후속 결말과 보건에 대한 위해도 까지도 평가한다. 

않는다. 반면에 두지 관심을 대해서는 진행에 이후의 

가 있는 효과는 다음의 몇 기대할 수 경년열화를 고려한 PSA를 수행함으로써 

지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중요성에 따라 서열을 정할 첫째， 경년열화 기여인자 들을 위해도 측면에서 

있다는 영 향은 Nuclear Plant Aging 미치는 점이다. 경년열화가 위해도(risk)에 /-‘ , 
대한 경년열화 왔다. 위해도에 다루어져 중요하게 Research (NP AR) 프로그램에서 

본중 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경년열화 기여인자들의 위해도 측면에서 

요성에 따라 서열을 정할 수 있다. 

경년열화 기여인자에서는 피동 기기와 경년열화 

포함된다. 경년열화 기여 

효l 
E프 경연열화 관련 

ul 

^ 
경년열화를 일으키게 하는 

본 중요성에 따라 서열을 정함으로서 

뚫
 

는
 

이
 시
 
요인들이 

/-‘ , 경년열화 될 

기구 그리고 기기에 

인자들의 위해도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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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위해도가 중요한 영역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위해도에 대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고려하변 경년열화를 제어하는데 있어 

서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이 위해도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정량적으로 평가 

등이 위해 

대
 

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상황에서 계획정비， 보수정비， 운전시험， 상태감시 

얼마나 효율적인지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위해도에 

한 기여도가 큰 경년열화 기여인자에 활동을 집중함으로써 경년열화 관리전략을 경 

도 측면에서 

제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셋째， 위해도에 대한 경년열화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서 

기와 연루된 복합적 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나타난 단일 기기의 경년열화와 다중 기기의 동시 경년열화가 가지는 

위해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위해도에 대한 기기의 경년열화 영향이 단 

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 기기의 경년열화가 위해도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할 수 있지만 다중 기기가 같은 정도의 경년열화를 겪으면 위해도에 

영향이 극히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기기고장 자료를 그 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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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계속운전과 타 제도와의 

1:11 교 · 분석 



원전 설계수명 재평가 또는 수명연장을 위해 

제도화 방안 수립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적용하고 있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도이다. PSR에서는 기본 

주기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운전 타 

당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계 수명 재평가의 특성을 지니고 었다. 

특히 최초의 설계 수명에 임박하여 수행되는 PSR의 경우， 법적 · 제도적 

을 제외한 기술적 관점에서는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재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전 설계수명 재평가 제도는 필연적으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와 연계될 수 밖에 없으며， 적용될 안전 기준도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적용될 안전 기준과 구 

국내에 최근에 

비교·분석 3 절 계속운전과 타 제도와의 제 

체적인 

제도가 도입되어 

국내에서 

국내 

측면 

적으로 10년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와 운영허가 갱신제도는 가동원전의 안전성평가와 관련하 

및 이행방법， 안전성 평가수단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두 

원전 기기/계통/구조물의 시간경과에 따른 안전성확인에 

있으며， 미래의 특정 기간동안 안전성이 유지됨을 보증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또 

한 현재의 기준과 기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PSR과 연계된 계속운영허용 제도화 혹은 미국의 제도와 같은 운영허가 갱신제 

도 도입을 검토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규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행 

중인 PSR과 운영허가 갱신제도의 비교 ·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교 1. PSR과 운영허가 갱신제도와의 

二l 표!..A~ -, -, 여 

맞추고 흐처으 
.:..I- -U '2. 제도 모두 

원 칙 (IAEA INSAG-14, "Safe Management 

of the Operating Lifetimes of NPP’'(1 999)')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운전수명의 원전 IAEA 

운영허가 갱신제도， 유럽의 PSR 

수명관리(연장) 기본요소(107R) 

1) IAEA 운전수명 안전관리 원칙， 미국의 

을 활용한 연장운장 등을 고려하여 원전의 

-
끓
 
@ 경년열화 메커니즘설계반영 

@ 설계시의 안전수준 유지 

안전기준의 반영 @ 최신 

@ 신기술 운전경험의 반영 

감시 

u1 
^ 

@ 경년열화 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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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 보수 및 교체계획의 

@ 종합안전도 평가 

@ 환경영향 평가 

@ 수명관리 확보 및 운영체계 

보완 

조직/인력 

@ 안전관련 자료의 

2) 설계 및 건설시 안전관련 구조물 · 계통 · 기기들에 대한 경년열화 메커니즘 

고려 : 감시 ·시험 ·검사·보수·교체의 설계단계에서 고려 

3) 설계기준의 비교 

@ 설계단계의 안전수준 유지 

(2) 경년열화 영향감사 수명제한 설비의 감시 및 잔여수명 평가 

@ 감시결과의 평가 및 시정조치， 보수 및 교체프로그램의 수립 

영향 안전수준의 검토 :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참조 

및 단계별 이행 

안전수준의 조
 

차
 
口4) 

및 참조 안전수준에 대한 평가 효과적 관리 5) 안전성평가 : 경년열화의 

확보 

변경 

。 A서 
끼-， 

6) 수명관리를 위한 조직 

@ 기술능력을 가진 인력확보 

@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조직의 

@ 자체/외부평가를 통한 운전의 

운영허가 갱신은 허가기간 만료시 노후 안전성을 평가받아 허가기간을 일정기 

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PSR은 가동원전에 대한 10년 동안 

운영상태와 향후 10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므로 매 10 

년 단위 허가갱신제도와 개념이 유사하다. 

즉， 운영허가 갱신은 원전의 계통 · 기기 · 구조물의 경년열화에 따른 안전성확 

인에 초점을 두고 미래의 특정 기간동안 안전성이 유지됨을 보증하는 체계로서 

동원전의 PSR 결과에 따라 계속운전， 조건부 계속운전， 운전정지 등의 판정이 가능 

하므로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상 운영허가 갱신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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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PSR과 원전 운영허가 갱신제도의 상호비교 

구분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운영허가 캠신제도 

5-1프; -I「4
현재 기준 및 관행 관점에서 

갱신 허가기간 중 안전기능 유지보장 
누적효과에 대한 안전평가 

시행시기 매 10년 주기 운영 허가기간 만기 이전 

연장운전중 주요기기의 잔여수명평가 및 노화 

펑 7f범위 
경년열화， 안전성분석 등 관리 계획， 설계 부적합성 개선， 신규 규제현 

11 개 안전인자 안 반영 조치， 안전기능 유지를 위한 운전 · 보 

수 · 검사 · 교체 · 계획， 그리고 환경영향보고서 

대상 안전관련 전체 기기 안전관련 장수명 수동헝 기기 

주요 
대상기기 분류 및 선정 • 대상기기 분류 및 선정 

노화 현상분석 및 미래예측 현상분석 및 미래예측 

평가 
내용 

• 완화 및 관리 계획 완화 및 관리 계획 

이전 10년의 검토 및 향후 10년 관 향후 20년(연장기간)의 관리계획 
망법 

리계획 평가 평가 

평가절차 
기준비교후 취약점 도출 및 우선순 노화관리 평가후 필요시 노화 관리계획 

위에 따른 시정조치 보완， 기기수리， 교체 

서류제출 
10년 주기 시점 18개월 후 설계수명 종료 5년 -20년 전 

기한 

종합 원 전 평 가자료(lPA) 

평가요약보고서 현행허가기반(CLB) 번경사항 

주요 각 분야별 주제보고서 시간제한 노화해석 평가 

제출서류 참조 문서 및 자료 FSAR 보충자료(노화 관리 듬) 
FSAR 개정 Af힘f 운영기술지침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조건 사업자 평가 보고서 제출 허가갱신 신청서 접수 

국내 
원자력법시행규칙 현 행 운영 허 가기 반(CLB : Current 

참조 
평가 

기준 
제 19조으I 3 Licensing Basis) 준수상태 유지 보장 

기준 
보조 

소급 규정 소급 규정， 보수 규정 
기준 

평가결과의 
계속운전 또는 운전정지 연장운전 허용 또는 기존허가 폐지 

행정처분 

사업 
약 1.5년 -3년 (시정조치 약 2년 -4년 (시정조치 소요 기간은 

평가 자 
소요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고려하지 않음) 

소요 평가 

기간 규제 
약 1 년-1.5년 약 1.5년 -2년 (20lH 월 표준) 

심사 

1.1 미국식 제도와의 벼교 · 분석 

미국의 경우，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대신 이와 유사한 다른 

제도들이 PSR 제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1995년 운영허가 갱신법규(10CFR54 

Licence RenewaD의 발효로 운영허가의 갱신기간， 제출서류， 평가범위 및 갱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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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원전수명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규제요건을 

활용함으로써 허가 갱신시에는 안전관련 기기의 노화영향과 환경영향 평가에 초점 

을 두고 있다. 

1) 소급적 용규정 : 10CFR50.54(f). lOCFR50.l09 

2) 보수규정 : lOCFR50.65 

3) Site~specific PRA규정 : lOCFR50.34 (f)(1)(i) 

4) ISI!IST : lOCFR50.55(f) & (g) 

5) FSAR 보완 등의 기 록관리 규정 : lOCFR50.71 

NRC staff은 1999년 6월 SECY -99-148, "Credit for Existing Programs for 

License Renewal"을 발간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신뢰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설명하고， 운영허가 갱신 절차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믿는 한가지 

방안을 추천하였다. 

위원회는 1999년 8월 27일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SRM)을 발행하 

여 staff의 추천을 승인하고 staff들로 하여금 기존 프로그램들이 운영허가 갱신을 

위 해 서 개 선 되 어 야 하는 분야에 대 한 Safety Review Plan for License Renewal 

(SRP~LR)의 Staff Review Guidance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Staff은 일반적 인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서화한 Generic Aging Lessons Learned(GALL) 

Report를 개발하였다. 

GALL report는 발전소의 경년열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인 

NUREG/CR -6490, ’'Nuclear Power Plant Generic Aging Lessons Learned(GALL)" 

를 바탕으로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의 적절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확장하여 만들어 

졌다. NUREG/CR一6490은 Nuclear Plant Aging Research(NPAR) 보고서， 

NUMARC (현， NED 보고서， Licensee Event Reports(LERs) , Information Notices , 

Generic Letters, Bulletins 등 500여개의 자료에 나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다. 

GALL Report는 발전소를 이루고 있는 각 계통 · 기기 · 구조물을 항목별로 구 

분하여 이들에 대한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기존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한지 혹은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술적 

기초들을 설명하고 있다. 

GALL report는 표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열은 "Item" ,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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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ψor Component" , "Material", "Environment", "Aging Effect/Mechanism" , 

"Aging Management Program(AMP)", "Further Evaluation"을 나타내고 있다. 특정 

의 구조 및 기기에 대한 어떠한 경년열화 영향을 관리하는 각 경년열화 관리프로그 

램 (AMP)의 적정성 평가는 아래 10 가지의 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검토결과에 기초 

하여 이루어졌다. 

。 소 설 명 

(1) 프로그램의 범위 프로그램의 범위는 경년열화 관리 대상이 되는 특정 

구조물 및 기기를 포함해야 한다. 

(2) 방지 행위 방지 행위는 적용가능 경년열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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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된 작동에 대한 경년열화 영향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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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되기 전에 탐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년열화 
영향이 적시에 탐지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 
볍/기술， 빈도， 시료 크기， 데이터수집， 그리고 검사 

시기와 같은 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5) 감시와 경향범위 감시와 경향은 경년열화 영향의 크기에 대한 예측， 

적시의 교정 및 완화 행위를 제공해야 한다. 

(6) 허용기준 허용기준은 연장운전 기간 중에도 모든 현행인허가기 

반 (Current Licensing Basis; CLB) 설계조건 하에서 
특정 구조물 및 기기의 의도된 기능이 유지됨을 보장 

해야 한다. 

(7) 교정행위 근본 원인 결정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교정행위는 
시기적절해야 한다. 

(8) 확인절차 확인절차는 방지행위가 적절하고 적절한 교정행위가 
완료되어 효과적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9) 관리상의 제어 관리상의 제어는 공식적 검토와 승인절차를 제고해야 
한다. 

(10) 운영경험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거나 추가하도록 했던 과거의 교 
정행위를 포함하여 경년열화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영경험은 경년열화 영향이 적절히 관리되어 연장운 
전 기간에도 구조물 및 기기의 의도된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야
 써 



있는 운영허가갱신 평가 대상은 다음 규정하고 미국의 lOCFR54 Sec. 54.4에서 

과 같다. 

건전 

결말 예방 혹은 완 

압력경계 안전기능(원자로냉각재 

유지， 원자로 안전정지 및 유지， 방사선피폭사고의 

화 기능)을 수행하고 유지하는 안전관련 계통， 구조물 기기 

고장이 상기의 안전기능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이후에도 ul 

^ 1) 설계기준 사건 발생 

성 

구조물 및 기기 

원전평가에서 화재방호， 환경검증(EQ) ， 가압열충격 (PTS) ， 

소내정전(SBO)의 요건 준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비안전관련계통， 모
 

2) 

ul 

^ 안전성분석 3) 

계통， 구 ATWS 및 

조물 및 기기 

[표 3.2]에 운영허가 갱신시 제출서류 [표 3.4]에 운영허가 갱신을 위한 심사지 

침 (LR-SRP)의 내용을 나타내었으며， [표 3.31, [표 3.51, [표 3.6] 에 환경심사지침， 환 

경보고서목차 및 건설 · 운영허가시와 운영허가 갱신시 환경심사지침을 비교 · 분석 

하였다. 상기 심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목적과 안전섬사에 내용은 관련된 

다음과 같다 

SRP-LR은 심사원 검토의 품질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연장운전기간에 적용되는 

활동계획을 평가하는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SRP-LR은 규 

제사안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되도록 하고 일반 및 원자력 산엽계 

들과의 정보교류를 증진하여 심사과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4개의 

관계자 

주요 장으로 나눠진다 : 

신청자의 

확인하기 。} 
라
 

뿜
 

1) 행정정보; 

2) 경년열화 관리검토(AMR)를 받아야 하는 구조물과 

위해 사용되는 범위선정과 선별방법론， 그리고 그 이행 결과; 

3) 경년열화관리 검토결과; 

4) 시간제한경년열화 분석. 

부록에는 해당부서의 기술적 입장(BTP)이 포함되어 있고， SRP-LR 

은 현존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일반경년열화교훈(GALL) "보고서를 참조하 

여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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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P-LR의 



없이도 적절하 변경 1) 확인된 경년열화영향을 관리하는데 현존프로그램이 

보강되어야 하는 조건 

다고 고려될 수 있는 조건 

2) 같은 목적을 위하여 기존프로그램이 

안전심사는 기본적으로 허가갱신신청시 신청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수행 

한다. NRC규정인 lOCFR54.21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허가갱선 신청서는 발전소 

종합평가(IPA) , NRC 검토과정중의 현행인허가기준(CLB)의 변경， 시간제한 경년열화분 

석 (TLAA)에 대한 평가， 그리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보완서 (Supplement)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lOCFR54.21에 의해 요구된 기술정보에 추가하여 허가갱신 신청서는 일반정보 

(lOCFR54.19) , 필요한 기술지침서 변경사항(10CFR54.22) 그리고 환경정보(10CFR 

54.23)를 포함하여야 하며 허가갱신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기술하 

여야 한다. 

맞추어 지속적으로 수행됨 공인된 활동들이 CLB에 허가에 의해 1) 갱신된 

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원자력법과 NRC규 변경사항이 따라 요구된 발전소 CLB의 

정에 일치하는지를 제공해야 한다. 

2) lOCFR54에 

또한， 허가갱신 신청서 제출 전에， 신청자는 다음의 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 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범주내에 있 

기능성에 근거를 

관리(이 결정은 허가갱신의 

및 부품의 끓
 

구
 

1) 연장운전기간중 경년열화영향의 

요하는 검토를 으며， 경년열화관리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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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제한 경년열화 분석 



표 3.2 미국 운영허가 갱신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주요내용 

발전소 일반자료 신청자， 인적사항， 원전 일반사항， 갱신만료 시점 

발전소 종합평가 노화관리 대상기기 목록， 분석방법， 노화관리 설명 

해당 원전에 적용된 규제요건， 사업자의 이행약속 

현행허가기반 원전의 변경， 추가로서 적용된 원전의 설계기준 
기술 변경사항 NRC 행정명령， 평가보고서 빚 사업자 보고 
자료 등에서 제시된 이행현황 

제한시간 노화해석 연장운전 종료시점까지 의도된 기능의 수행 입증 

FSAR 보완본 노화 관리계획 및 영향 평가의 요약 

운영기술지침서 개정 
연장운전 기간동안 노화영향 관리를 위한 추가 및 

변경사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연장운전에 따른 환경영향의 종합적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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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미국 운영허가갱신 보충 환경보고서 목차(LR→ER) 

목차 기술사항 

제1 장 허가갱신 목적 및 필요성 。 허가갱신 목적 및 필요성 

저:12장 부지 빛 환경 연계 
부지 및 주변 환경 의 총괄 특성 

- 부지반경 80krn내 인구현황 동 

제3장 허가갱신 

。 원자로 및 격납계동， 냉각 및 보조 급수계통， 

3.1 발전소 일반현황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계통， 비방사성 

폐기물계통， 정비， 검사 및 연료재장전 활동， 

송전계통 

3.2 개선활동 。 허가갱신을 위한 개선활동 및 해당 설비 

3.3 노화영향관리 계획 및 활동 
。 노화영향관리를 위한 운전， 정비， 계동， 절차 

의 변경사항 

3.4 종사자 현황 。 정규 및 일시 종사자 현황 

제4장 허가갱신 환경결말 및 완화조치 

4.1 물사용 갈등 : 냉각수원으로 저유량 강 이용 강 생태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4.2 유생(뼈生) 단계의 어패류 생태주기 。 갱신기간 중 취수의 어패류에 대한 영향 

4.3 어 패 류 의 피 해 (impingement) 어 패 류 의 피 해 (impingement) 평 가 

4.4 열충격 。 어패류의 자원에 대한 영향 평가 

4.5 지 하수용 갈등 : 100GPM(6L!S)초과 사용 

4.6 지하수사용 갈등 : 작은강에서 보충수 취수 갱신기간 중 지하수 이용의 환경영향 

4.7 지 하수사용 갈등 : 우물 사용 

4.8 지하수 수질 저하 。 냉각연못 이용시 지하수에 대한 영향 

4.9 육상자원에 대한 개선영향 개선 등 허가갱신활동의 동식물 영향 

4.10 보호대상 동식물 보호대상 동식물에 대한 영향 

4.11 개선중 대기 품질 。 개선 등 허가갱신활동의 대기 영향 

4.1 2 마생불 유기체의 공중 보건 영향 호열성 (therrnophilic)유기체에 의한 영향 

4.13 전자기장 영향 전기적 충격에 의한 영향 

4.14 주택증설 효과 。 개선， 정비 등에 따른 종사자 주택증설 

4 .15 공공시설 : 공중 용수 가용성 。 지역 공중 용수공급에 대한 영향 

4.16 교육분야 개선영향 개선활동의 공공교육에 대한 영향 

4.17 소외 토지 사용 개선 및 경신기간 중 주변토지 영향 

4.18 교통 개선 및 경신기간 중 교통 영향 

4.19 역사 및 고고학적 자원 갱신에 의한 역사 및 고고학적 자원영향 

중대사고 취약점에 대한 개별원전평가(IPE) , 

4.20 중대사고 완화 대안 외부사건(지진， 화재， 강풍)에 대한 개별원전 

평 가(IPEEE) 활용 대 안 

4.2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 사용후핵연료 운반의 환경영향 

4.22 환경정의 
원전 중심 반경 80krn내 소수 및 저소득 계층 

인구현황 

제5장 새로운 중요 자료 평가 
GEIS(NUREG-1437)에 서 다루지 않은 환경 

현안의 도출방법 및 평가 

허가갱신 영향， 완화조치， 불가피한 위해 영 

제6장 허가갱신 영향 및 완화조치 요약 
향， 비가역적 및 복원 불가능한 자원소비， 환 
경의 장기적 사용과 단기적 사용(원전운전) 

의 관계 

제7장 허가갱신 대안 。 대안(운전폐지， 신규원전 건설 등)의 환경 영향 

제8장 허가갱신 및 대안의 환경영향 비교 허가갱신과 대안의 환경영향 비교 

L젠당"'J- 준수 상태 환경 품질기준 및 요건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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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미국 운영허가갱신 심사지침 (LR-SRP) 

구분 검토대상 

1. 행정 사항 1 1.1 갱신신청 서류 등록 
a 신청 서류의 적합성 

b. 신청 시기 

2. 노화관리 I 2.1 범주설정 및 선별 방법 

검토대상 구 1 2.2 원전 수준 범주설정 결과 

조물 및 기기 I 2.3 범주섣정 및 선별결과 . 기계 계통 

식별을 위한I 2.4 범주설정 및 설별 결과 : 구조물 

버= 셔져 a. ôT /2 。

안전관련 설비 

안전관련설비에 영향 주는 비안 

전설비 

- NRC의 규정을 만족키 위한 설비 

선별방법 

범주 설정 및 1 2.5 범주설정 및 선별 결과 : 전기， 1 b. 선별 

계측제어 계통 - 수통형 구조물 및 기기류 

- 장수명 구조물 및 기기류 

3. 노화관리 

평가결과 

3 .1 원자로용기 , 내 부구조물 및 

로 냉각재계통의 노화관리 

3.2 공학적 안전계통 노화관리 

3.3 보조계통 노화관리 

원자 
a. 허가갱신과 연관하여 GALL 
보고서에서 평가된 노화관리 

b. GALL 보고서에서 권고된 추가 
노화관리평가 

3.4 증기 및 동력 변환계통 노화관리 I 

1 C. GALL 보고서와 상이하거나 제시 
3.5 격납용기， 구조물 및 기기 지지구| 

1 되어 있지 않은 노화관리평가 
조물 노화관리 l 

I d. FSAR 보완사항 
3.6 전기， 계측제어 노화관리 ‘ 

4. 제한시간 

노화해석 

4.1 제한시간 노화해석 

4.2 원자로용기 중성자 취화 해석 

4.3 금속피로 해석 

4.4 전기장치의 환경검증 a. 제한시간 노화해석 

4.5 콘크리트 격납건물 Tendon 잔류 I b. 공통 안전사항 

응력 해석 I c. FSAR 보완사항 
4.6 격납용기 라이너 플레이트， 금속 

재 격납용기 및 관통부피로 해석 

4.7 기타 개별원전 제한시간 노화해석 

장
 

NA 

쐐
 
m 

E 

규
 
어
 

A.1 노화관리심사 - 일반 

A.2 노화관리계획 품질보증 

A.3 노화관리 일반안전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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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미국 운영허가갱신 환경심사지침 (LR-ESRP) 

구
 

검토범위 

。 허가갱신 설명， 허가갱신의 규제 근거 

관련 배경자료 

1.2 허가갱신 목적 및 필요성 | 。 허가갱신 목적 및 필요성의 표준 저의 

1.1 허가갱신 

1.0 환경영향 

평가서(EIS) 11.3 준수 및 협의 현황 

서문 보완 

。 환경현안 취급인가 및 인가기관， 인가 

상태， 환경문제， 허가갱신 관련 자문현 
*1_ 二
õ 。

。 참조문서의 적절성 1.4 참조 문서 

2.1 발전소 및 부지 설명， 갱 

신기간 발전소운전 

2.1 .1 외관 및 설치 |。주요 구조물의 부지 경계 등 
2.1 .2 원자력 변환계통 

。 로형 및 발전설비 규모， 주요 성능 변수 

2. 1.3 냉각 및 보조 수계통 | 。 냉각계통 및 운전모드， 취수/배수 위치 
및 구조물 등 

2.1.4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 계통，개선 혹은 갱신 중 개조， 방사성물 

방출물 관리 계통 | 칠 방출지점 

2. 1.5 비방사성폐기물계통 。 기존 계통， 개선 혹은 갱신 중 개조， 방 

사성물질 방출지점 

。 종사자 구성， 운전경험， 운전 및 정비 

변경사항 

。 송전계통의 부품， 위치， 특성 

I 2.1.6 발전소 운전 및 정 비 
2.0 발전소， 부지， I 
발전소와 

환경 연계 

현황 

2. 1.7 송전계통 
2.2 발전소와 환경 연계 

2.2.1 토지 이용 
2.2.2 물 이용 
2.2.3 수질 

2.2.4 대기 품질 

2.2.5 수중 자원 

2.2.6 육상 자원 

。 개 선 혹은 갱신 기 간중 영 향 

。 물 이용 현황 

。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분석 

。 지역 기후 및 기상， 대기확산 

。 개 선 혹은 갱 신 기 간중 영 향 

。 개 선 혹은 갱신 기 간중 영 향 

2.2.7 방사선학적 영향 | 。 발전소의 방사선학적 영향 

2.2.8 사회경제적 요소 | 。 주변지역내 사회경제적 요소 

2.2.9 관련 연방정부 사업 | 。 운영허가갱신에 영향을 주는 연방정부 

사업 

2.3 참조문서 。 참조문서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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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미국 운영허가갱신 환경심사지침 (LR-ESRP)( 계속) 

구분 검토대상 

3.1 부지내 토지 이용 。 발전소 개선 잠재영향 등 

3.2 대기 품질 。 국가 대기품질 표준준수 등 

3.3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3.4 수중 생태계 。 발전소 개선 잠재영향 등 

3.5 육상 생태계 

。 주택건설， 공공서비〈(시설， 교육， 교 

3.0 개선의 
3.6 λ}회경제적 영향 

통) ，소외토지 이용， 역사적 및 고고학 

환경 영향 적 영향， 소수계층 · 저소득층 인구에 
대한 불공평(환경정의) 

3.7 방사선학적 영향 
。 발전소개선 잠재영향 등 

3.8 보호대상 동식물 

3.9 개선관련 새로운 중요자료 。환경현안 

3.10 개선영향 요약 。 3.1 -3 ，9 요약설명서 

3.11 참조문서 。 참조문서의 적절성 

。 물사용 분쟁， 어패류 생물학적 주기변 

4.1 냉각계통 경 및 피해， 열충격， 미생물 유기체 

영향 

4.2 송전선로 토지 이 용 。전자기장 

4.3 정상운전의 방사션학적 영향 。 갱신기간 운전 중 잠재영향 

。 주택건설， 공공서비 A(시설， 교육， 교 

4.0 갱신기간 중 4.4 λ}회경제적 영향 
통) , 소외 토지 이용， 역사적 및 고고 
학적 영향， 소수계층 • 저소득층 인구 

운전의 환경 에 대한 불공평(환경정의) 
영향 

4.5 지하수 사용 및 품질 。 지하수 사용분쟁， 품질저하 

4.6 보호대상 동식물 。 갱신기간 운전 중 잠재영향 

4.7 갱신기간 중 운전의 환경영 
。 갱신기간 운전관련 환경현안 

향에 관한 새로운 중요자료 

4.8 갱신기간 중 운전의 환경영향 
。 4.1-4.7 요약 

요약 

4.9 참조문서 。 참조문서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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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미국 운영허가갱신 환경심사지침 (LR-ESRP)( 계속) 

구 τ 닝r 검토 대상 

5.1 가정 된 발전소 사고 。 중대사고완화 대안 

5.0 가정된 5.2 가정된 발전소 사고영향에 
。 가정된 사고 관련 환경현안 

사고의 대한 새로운 중요자료 

환경 영향 5.3 가정 된 발전소 사고 요약 。 5.1 -5.2 요약 

5.4 참조문서 。 참조문서의 적절성 

6.1 우라늄 연료주기 및 고체 폐 
。 우라늄 연료주기 및 고체폐기물 관리 

기물 관리 

6.0 우라늄 6.2 우라늄 연료주기 및 고체 폐 
연료주기 기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중 

。 우라늄 연료주기 및 고체폐기물 관 

q;’<1 요자료 
리 관련 환경현안 

고체폐기물 

관리 6.3 우라늄 연료주기 및 고체폐 
。 6.1-6.2 요약 

기물 관리 영향 요약 

6.4 참조문서 。 참조문서의 적절성 

7.1 허가갱신에 따른 해체 영향 
。 해체의 환경영향 변경 

의 변경사항 

7.2 해체영향에 관한 갱신기간 
운전의 효과에 관한 새로운 。 해체의 환경영향 변경현안 

7.0 해체 중요자료 

7.3 해체영향에 관한 갱신기간 
。 7.1-7.2 요약 

운전의 효과 요약 

7.4 참조문서 。 참조문서의 적절성 

8.0 허가갱신 8.1 허가갱신의 대안 。 허가갱신 대안의 잠재영향 

대안 8.2 대체에너지원 。 대체에너지원의 잠재영향 

8.3 참조문서 。 참조문서의 적절성 

9.0 요약 및 
。 3.0-7.0 요약， 개선 및 갱신기간 중 

결론 
누적 영향， 대안의 환경영향， 갱신과 

대안의 환경영향 비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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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미국 원전 건설 · 운영허가/운영허가갱신 환경심사지침 비교 

건설 혹은 운영허가 환경심시지침 목차 | 운영허가갱신 환경심사지침 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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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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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건
 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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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 

0 
1 
-

--i 

2.0 환경현황 
2.1 부지현황 
2.2 토지 
2.3 물 
2.4 생태계 
2.5 사회경제 
2.6 지질 
2.7 기상 및 대기 품질 
2.8 연방사업 활동 

2.0 발전소， 부지， 발전소와 환경 연계 현황 
2.1 발전소 및 부지현황， 갱신기간 발전소 

운전 
2.2 발전소와 환경 연계 
2.3 참조문서 

3.0 발전소 현황 
3.1 외관 및 배치 
3.2 원자력변환계통 
3.3 발전소 물사용 
3.4 냉각계통 
3.5 육상 생태계 
3.6 사회경제적 영향 
3.7 방사선학적 영향 
3.8 보호대상 동식물 
3.9 개선관련 새로운 중요자료 
3.10 개선영향 요약 
3.11 참조문서 

3.0 개선의 환경영향 
3.1 부지내 토지 이용 
3.2 대기 품질 
3.3 지표수 및 지하수 수질 
3.4 수중 생태계 
3.5 육상 생태계 
3.6 사회경제적 영향 
3.7 방사선학적 영향 
3.8 보호대상 동식물 
3.9 개선관련 새로운 중요자료 
3.10 개선사항 요약 
3.11 참조문서 

4.0 건설의 환경영향 
4.1 토지이용 영향 
4.2 물 관련 영향 
4.3 생태학적 영향 
4 .4 λ}회경제적 영향 
4.5 건설작업자 방사선피폭 
4.6 건설중 위해한 영향 제한 조치 및 관리 

4.0 갱신기간 중 운전의 환경 영향 
4.1 냉각계통 
4.2 송전선로 토지 이용 
4.3 정상운전의 방사선학적 영향 
4.4 사회경제적 영향 
4.5 지하수 사용 및 품질 
4.6 보호대상 동식물 
4.7 갱신기간 중 환경영향에 관한 새로운 
중요자료 

4.8 갱신기간 중 환경영향 요약 
4.9 참조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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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미국 원전 건설 • 운영허가/운영허가갱신 환경심사지침 비교(계속) 

건설 혹은 운영허가 환경심사지침 목차 | 운영허가갱신 환경심사지침 목차 

5.0 발전소 운전의 환경 영향 15.0 가정된 사고의 환경 영향 
5.1 토지이용 영향 1 5.1 가정된 발전소 사고 
5.2 물 관련 영향 1 5.2 가정된 발전소 사고영향에 관한 새로운 
5.3 생태학적 영향 | 중요자료 

5.4 정상운전의 방사선학적 영향 I 5.3 가정된 발전소 사고 요약 
5.5 폐기물의 환경 영향 I 5.4 참조문서 
5.6 송전계통 영향 
5.7 우라늄연료주기 영향 
5.8 사회경제적 영향 
5.9 운전폐지 
5.10 운전 중 위해한 영향 제한 조치 및 

관리 
6.0 환경 측정 및 감시 계획 

6.1 열감시 
6.2 방사선 감시 
6.3 수리 감시 
6.4 기상 감시 
6.5 생태계 감시 
6.6 화학적 감시 
6.7 감시계획 요약 

6.0 우라늄 연료 주기 및 고체 폐기물 관리 
6 .1 우라늄 연료주기 및 고체폐기물 관리 
6.2 우라늄 연료주기 및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중요자료 

6.3 우라늄 연료주기 및 고체폐기물 관리 
영향 요약 

6.4 참조문서 

7.0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가정된 사고의 1 7 .0 해체 
환경영향 

7.1 설계기준사고 
7.2 중대사고 
7.3 중대사고 완화대안 
7.4 운반사고 

8.0 전력의 필요성 
8.1 전력계통 현황 
8.2 전력 소요 
8.3 전력 공급 
8.4 전력 필요성 평가 

9.0 건설 혹은 운영허가 대안 
9.1 건설 혹은 운영허가의 대안 
9.2 대체에너지원 
9.3 대체부지 
9.4 대체발전소 및 송전계통 

10.0 건설 혹은 운영허가의 환경결말 
10.1 불가피한 환경 위해 영향 
10.2 비가역적 및 복원 불가능한 자원 소비 
10.3 인간환경의 단기사용과 장기적 생산 

성 관계 

10.4 이득-비용 균형 

7.1 허가갱신에 따른 해체 영향의 변경사항 
7.2 해체영향에 관한 갱신기간 운전의 효과 

에 관한 새로운 중요자료 

7.3 해체영향에 관한 갱신기간 운전의 효과 
요약 

7.4 참조문서 
8.0 허가갱신 대안 
8.1 허가갱신의 대안 
8.2 대체에너지원 
8.3 참조문서 

9.0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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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교·분석 1.2 정기검사와의 

대부분 검사항목으로 지정되 동l-..g..~드조L 
。-， 2. 느

 」
주
’
 

영향을 안전성에 발전소의 원자력 

있다. Spray/ 
。1 느; 
λλ '-설정되어 

Containment AFWS , 

검사항목으로 

RHRS , 

양측의 

CVCS 

동시에 

환기계통， 

계통들이 다양한 

C n-l 
E즈 '-.!., 

Isolation System 등 

예를 어 

관심을 

대상 기기가 

원전을 구성하는 기기의 재료적 내구성에 

기기의 성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달라서 검사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것이다 

그러나 GALL Report에서는 
。1 느二 
λ).，'- 정기검사는 

일치하더라도 서로의 관심이 

반면 c ~ ,.J..!.. 

계통·기기·구조물의 성능 및 구조적 건전성에 한정된 

확인으로， 허가당시의 성능유지가 초점이나， 주기적안전성평가는 

걸친 Software적 인 확인으로， 원전의 

원전 정기검사는 

원 Hardware적인 

으
 

주ι
 

A 
T 최선의 안전을 전반에 

로 증진하는데 있다. 

안전운영 전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에 수행된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기의 건전성 및 성능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10년까 

지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를 평가하는데 있다. 

PSR에서는 직접 

및 검사 결과는 PSR의 실제 물리적 조 

활용 가능하며， 또한 정기검사에서는 해 

절차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수·시험·검사·방사선 

여부와 제 · 개정의 절차 및 체 

PSR과 정기검사 수행체계를 비교 

방호 운전절차서， 

절차서의 보유 

3.7] 에 

원전 안전설비의 정기검사를 통한 시험 

건， 기기검증， 경년열화， 안전성능 분야에서 

당 계통 · 기기 · 구조물의 검사에 적용되는 

것이나， PSR에서는 정상/비정상상태 

등의 원전운영 전반에 관련되는 제반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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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PSR과 정기검사 수행체계 비교 

주기적안전성평가 정기검사 

E• 1LX -J1 
원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 원전 안전설비의 성능이 운영허가 
의 수행으로 가동안전성 확인 및 개선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가를 확인 

대상 
원전의 안전성분석， 기기검증， 원자로본체 등 11 개 계통/기기/구조 
경년열화， 조직행정 등 11 개 분야 물의 약 60개 항목 

èlJ-남 H1 해석 및 분석 CSoftware) 시 험 및 점 검 CHardware) 

기준 현재 유효한 안전기준 및 관행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 

주체 사업자 수행후 규제기관 심사 규제기관 수행 

주기 매 10년 20개월 이내 

시기 운전중(원자로정 지 볼필요) 
핵연료교체 및 정기보수 기간중에 
실시(원자로 정지) 

기간 24 - 30개월 40 - 50일 

2. PSR과 규제요건 소급적용제도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상 규제요건 소급적용제도는 원자력법 제23조의 2(검사) , 

제 104조(허가 또는 지정 조건) 등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 

어 있다고 하겠다.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원전의 운전경험을 고려한 선규 규제요건을 현안별 

로 적기에 가동원전에 부과하는 것은 원전의 안전도를 항상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 

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규제요건 소급적용은 가동원전에 적용 

된다는 특수성으로， 이행상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인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 

다. 따라서 규제기관 및 원전운영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특히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제도화를 설행하 

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규제요컨소급적용 노력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더욱 더 그러할 것이다. 

주기적안전성평가는 미래의 특정기간 동안 가동원전의 안전성이 유지됨을 보증 

하는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과정이나， 규제요건소급적용은 가동원전의 운전기간 중 

에 새롭게 확인되거나 도출된 안전성저하 및 불만족사항에 대한 국지적이고 적시의 

보완조치활동이다. 따라서 규제요건소급적용은 종합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주기 

적안전성평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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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분석’ 및 ‘운전경험 

규제요건소급적용이 현안별로 

u1 

^ 안전인자로서 요
 

즈
 

l 주기적안전성평가의 

반영’ 등을 

그러나 

때문에 있기 포함하고 

경우에는 

결과의 기술개발 

적시에 단축뿐만 

보다 쉽게 접근하 

평가기간의 

달성에 

주기적안전성평가시 

추구하고 있는 안전수준의 

원전의 

아니라，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행된 충실히 

물론 도출된 안전현안의 현안별 적시 이행을 통하여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항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통하여 종합적인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업자의 적극적인 규제요건소급적용이 궁극적으로 주 

기적안전성평가시 유리한 요소로 적용한다는 것을 사업자가 인식함으로서 자발적으 

때 

방 

고려할 

것도 좋은 

E 까‘ λ내 。
=ïT'ö 2. 최상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로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것보다 제도화를 위하여 새로운 법조항을 신설하는 

법조항을 일부 보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규제요건소급적용의 제도적 

한편， 규제요건소급적용의 

는 기존의 

볼 필요가 있다. 

이행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원자력안전에 

정치적，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규제기관)의 안전성 

확보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확보하여 두자는 것이다. 

미국의 규제요건소급적용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지를 확보해 두는 것도 고려하여 

이 는 TMI사고 후속조치 의 관한 

요
 

주
 

’ 

소급적용제도 

가. 적용 요건 및 지침 

미국 NRC는 가동 또는 신규 원전의 안전성향상을 위해 lOCFR50에 

발행하여 규제요건의 

2.1 미국의 규제요건 

관련 규정 

소급적용을 NUREG-1409를 법제화하였고， 이행지침서인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Q... 
E코 

또는 취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허가발급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조항으로 정보제 

해당조치의 타당성 입증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나 현행 인 · 허 

여부를 밝히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정정，정지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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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CFR 50.54(f) : 허가조건 

허가발급 후 규제기관이 허가의 

업자에게 어느 때라도 서면진술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출 요구시 규제기관은 

부합되는지 가 기준에 



2) 10CFR 50.109 : 소급적용 

1985년에 발표된 본 요건은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1988년 

재평가 

개정되 

규제요건 

。L으으 며 
μ5 D 三 。

t::J:'~二
~'-

고려되지 

qJ 
^ 

부합하기 위한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대한 확보 안전성에 二l 그1. 01 
。 0-1요건에서는 개정된 

서면약속에 

었으며， 

및 사업자의 

lOCFR50.109에서는 소급적용의 정의， 적용범위， 예외조항， 구성항목 등을 

있으며， 규제요건 소급적용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때 규제기관이 

하는 9가지의 규제분석 항목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백히 하였다. 
l 

술
 

기
 

수행하여야 하고 

@ 제안된 소급적용이 추구하는 목표 

(2) 소급적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허가 소지자 혹은 신청자가 수행하여야 할 

내용 

@ 방사성 물질의 소외방출로 야기되는 공공의 위험에 미치는 변화의 예측 

@ 시설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 시설의 운전정지 시간 혹은 건설 지연에 의한 비용을 포함하여， 소급적 

용에 연관되는 설치 및 운영 경비 

비의 변화로 인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 소급적용에 연관된 NRC가 부담하는 자원의 예측과 그 유용성 

형태， 설계 및 가동년수의 차이에 따른 제안된 소급적용의 

성 및 설행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 제안된 소급적용이 잠정적인지 혹은 최종적인 것인지와， 잠정적인 것이 

라면 잠정적으로 제안된 정당성 

qJ .Q.여서 
7ζ ~d 2. 관계를 포함하여， 발전소 @ 제안되는 규제요건과 기존요건과의 

적절 @ 시설의 

대해서는 규 부합되는 사항에 분석시 다음 조건들에 규제 그러나，규제기관의 

제분석이 생략된다. 

φ 허가조건， 규제요건， 규제기관의 규제명령， 또는 사업자의 서면약속에 부합된 상태 

로 원자력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변경조치 

@ 공중의 보건 및 안전을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 및 공동방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 

인하기 위한 규제조치 

@ 공중의 보건 및 안전， 보안 및 공동방호의 수준에 대한 정의 또는 새로운 해석과 

관련된 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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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RC Manual Chapter 0514 
;ζ 

T 소급적용에 대한 사업자의 NRC Manual Chapter 0514에서는 특정 발전소의 

간 소급적용으로 규제요원이 있다.사업자는 제시하고 

않는 규제조치를 사실상의 

대한 규정을 장이나 청원에 

주하고 있지 해당됨을 주장 혹은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주장에 대한 규제기관의 거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 

할 수 있고， 승인된 소급적용이 예외기준을 만족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제안된 소 

급적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소급적용에 

4) NUREG-1409 : 소급적 용 이 행 지 침 서 

소급적용 이행지침에서는 lOCFR 50.109, lOCFR 50. 54 (f) , 

그리고 Manual Chapter 0514에 대한 배경 및 NRC의 입장과 상기 규제요건들의 조 

치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소급적용에 대한 규제요원의 

련과정과 사업자와의 의견교환과정에서 제기된 질의 및 그 답변내용을 기술하고 있 

다. 

훈 

본 발간된 1990년에 

규
 

개선정도가 

비용에 

나. 소급적용 대상 및 내용 

원자력시설， 설계， 절차서 및 조직 등에 대하여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와 신 

설 및 개정된 규제요건 또는 기존 규제요건의 새로운 적용해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급적용 대상이 된다. 

신설 및 개정된 규제요건 또는 기존 규제요건의 새로운 적용해석에 대하여 

제기관이 사업자에게 개선목표， 공중의 위험도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요 

구하고， 분석된 결과에 근거하여 공중의 건강， 안전성 및 보호수준의 

직 · 간접 설비추가， 시설물 개조 및 기존설비 제거와 같은 종합적인 

정당화될 수 있을 때 이러한 규제요건들을 소급적용 할 수 있다. 

또한 규제기관이 안전성문제를 자체 평가하여 공중의 건강 및 안전성 측면에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서화된 

인 · 허가 규정을 발급하거나 지시사항을 Generic Letter, Bulletin 등을 통해 소급적 

용 내용을 고지한다. 

대해 

에 

다. 소급적용 결정을 위한 절차 

소급적용을 위한 미국 NRC의 규제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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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의되고， 시정할 펼요가 있는 문제점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안전성 

규제체계 내에서 

대하여 

1) 문제점 제기 

현안 제기는 현행 

우려사항에 즈
 
。증진 측면의 는 안전성 

요성에 대한 척도가 정량적인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범위와 방 

향상 차원인지 또는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부합을 위해 취해지는 것인지에 따라 규제분석의 

때문에 어떤 형태의 소급적용 조치가 필요한지를 규제요건에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급적용이 요구되는 규제요건의 제정시 규제조치의 

2) 규제요건관련 사항 

해당 규제조치가 안전성 

요건과의 

달라질 수 있기 

이거나 현행 

향이 

서 

범위가 병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예비분석 

펼요성이 

확인 및 3) 대안의 

확인되면 조치내용， 조치에 대한 책임， 조치방법 그리고 

제시하고， 비용←편익에 대한 예비분석을 통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안들을 

소급적용의 

시행시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 편익에 비해 명백히 과도한 비용 

@ 기술적인 비현실성 

@ 시행상의 섬각한 어려움 

및 평가 4) 바용-편익 추정 

사용되며， 분석방법이 비용 편익 위해 평가를 

여기서 비용과 편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 
;’<

츠Lλ} 
l!.. --, 대한 대안들에 선별된 

확인하는 

비용， 공중 

효율적 기 

조치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 

등에 대한 악영향， 경제의 

제안된 손실로서 발생하는 

건강 및 안전， 자연환경 

능성 악화 등이 있다. 

조치로 발생하는 

규제기관과 그 조치를 

의 

규제조치로 @ 비용 : 제안된 

7개자 믹 아저서 한삿 
、 L • L • u u , 

있다. 

공중의 

효율적 기능증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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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으로 

보호， 경제의 

2 편익 : 제안된 

자연환경의 



일반대중， 사업자， 규제기관 등 규제조치로 영향을 받는 각 집단에 대해 제안된 

결과를 특정지을 수 있는 속성들을 파악하고 각 속성들에 대해 비용←편익을 

해당 규제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게되는 전기간동안 추정해야 한다. 

조치의 

SECY-77-않~A(Value-lmpact Guidelines), 

NUREG/CR-6349( Cost Value;암npact 

Benefit Considerations in Regulatory Analysis) , NUREG-l않o (Reassessment of NRC ’s 

Assessment), 

대한 방법론은 

of 

분석에 

Handbook 

이러한 비용 편익 

NUREG/CR-:Ð)8(A 

Dollar Per Person-Rem Conversion Factor Policy) 등에 기 술되 어 있다. 

。/-、 qJ 츠경~A~ A~ 
-L1-J- ^ - d -, 

수행하여 금전상의 현재 가치와 비용一편익 비로 표시한다. 가장 큰 금전 가치를 가 

지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 대안 중에서 사회적 

것을 의미하며， 비용 편익 비는 한정된 비용하에서 

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유용한 상대적 척도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은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행 비용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5) 결과의 제시 

선별된 대안들에 대해서 요소의 합산)을 

이득이 가장 큰 것을 선택 

제안된 사항들에 

순수 가치계산(긍정적 

。

T 

실질적인 증진이 있어야 하며 

대해 는
 

하
 

6) 제안된 조치의 선택 기준 

제안된 조치의 선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순수가치 및 비용-편익 비 

@ 정량화된 각 기여인자의 상대적 

@ 정량화할 수 없는 기여인자의 상대적 중요성 

@ 제안된 조치와 규제요건 및 규제방침과의 관계 및 일치 여부 

중요성 

부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규제분 상기 선택 기준에 따라 채택된 조치를 위해 

업무로는 다음과 같다. 석 

@ 채택된 조치에 대한 규제요건 또는 규제입장 

@ 채택된 조치가 잠정 조치인지 최종 조치인지 여부 

시기와 규제수단을 확인하고， 해당 규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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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 
^ 

7) 시행 

제안된 조치에 대한 시행방법 



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시행 일정에는 시행단계가 기술되어야 하 

며， 대상시설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다른 규제행위를 고려하여 대한 우 필요조치에 

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시행되어야 하지만 시행일정은 동시 다발적으로 

규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규제인력의 

규제조치는 일반적으로 적시에 

사업자의 신축성있 의해 부과되는 규제요건에 

게 선정되어야 한다. 가용 1:1.1 
7Ç 규모 또한 제안된 

여부도 기술되어야 한다. 

3. 정 비 규 정 {Maintenance Rule} 

통해 

있는지를 감시하 

안전위원회(02. 

정비규제 지침으로서 

감시를 

SSC의 목표 성능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SSC에 대한 성능기준을 설정하여 발전소 정비가 효율적으로 되고 

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조치를 함으로서 발전소의 성능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국내의 경우 2002년 11월 원전 특별안전점검후 제22차 원자력 

12. 22)에서 정비체계의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정비관리기법을 요구하였고， 정비 

효율성 대한 정비 

성능기반 

Component) 에 System, SSC(Structure, 원전 

최적화 설현과 새로운 정비규정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다. 

기존 규제범위에 인 

피
르
 

계통/기기로 

규제의 

96년부터 

는
 

하
 
쳐
 

함
 
거
 

포
 

포함되지 않는 BOP 

인하여 BOP 계통/기기를 

발표하였고， 5년의 준비기간을 

경우 1980년대에 

불시정지 빈도증가로 

정비규정을 

미국의 

한 과도사건과 

요성이 대두되어 91년 시 

행중이며， 규제근거는 다음과 같다. 

of Effecti veness the Monitoring for Requirements 50.65 lOCFR 1) 

Maintenance at NPPs.(91. 7. 10), 

2) Reg. Guide 1.160(93. 6) 

3.1 정벼규정 적용 범위 

1) 안전관련 구조물/계통/기 기 

조
 

구
 

비안전 

중에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사용되는 완화하거나 비상운전절차서에서 

2) 비 안전관련 구조물/계통/기 기 

@ 사고/과도상태를 

구 비안전 초래하는 으
 

E 느
 
。

님
 
} { : 안전관련기능 

물/계통/기기 

구조물/계통/기기의 @ 안전관련 

조물/계통/기기 

@ 원자로 정지 혹은 안전관련 계통 작동을 초래하는 비안전 구조물/계통/기기 

-앓
 



3.2 정바규정의 내용 

1) 구조물/계통/기기의 목표치 설정 : 구조물/계통/기기의 성능목표가 불만족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 

2) 성능기준 감시 

φ 일상 예방정비를 통해 구조물/계통/기기의 고유기능이 성능기준을 만족 

하면 현상 유지 

@ 구조물/계통/기기의 성능목표가 불만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 

3) 주기적인 Program 평가 : 정비규정 프로그램 활동을 최소 매 핵연료 재장전 

주기 (247B 월미만)마다 평가하고 구조물/계통/기기 

의 이용불능도와 신뢰도의 균형을 유지 

4) 정비시 위험도증가 평가 

@ 구조물/계통/기기 정비활동 시작전에 위험도 증가를 평가， 관리 

@ 평가의 범위는 대중의 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계통 

/기기로 제한 

3.3 정비규정의 이행절차 

1) 정비규정 적용대상 구조물/계통/기기 선정 

2) 정비규정 적용대상 구조물/계통/기기 위험도 분류 

3) 위험도 분류에 따른 구조물/계통/기기 성능기준 설정 

4) 구조물/계통/기기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 감시 

5) 성능감시 결과， 성능기준을 초과하면 목표재설정 등 시정조치 

상기내용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ssc 신뢰성 향상을 위한 ssc의 성능이나 
상태가 설계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적절한 예방정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됨으로 

써 능동형기기에 대해 경년열화 관리를 함으로 인해 운영허가 갱신시 별도항목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림 3.1]에 MR적용 흐름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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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정비계획 
지속적용 

성능기준의 
보완(주기적) 

발전소 단위 
수립， 감시 및 

예방정비와 
상태감시계획에 있는 scc 

scc에 대한 적절한 
정비수행 

(a)(Z) 

Yes 

scc수준의 
봄표가 펼요한지끼 

1\0 

50.65(a)(3) 

i 정비효율의! 
i주기적 평가i 

수행 ! scc 수준의 
목표가 펼요한지? 

적용 업무 흐름도 그림 3 .1 MR 

1\0 Yes 

다
 써 



제 4 절 계속운전 안전성 확보체계의 

제도화 방안 



확보체계의 제도화 방안 

운영허가에서는 허가기간 혹은 운전가능기간 등에 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운영허가 시에는 허가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허가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보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운전 

4 절 계속운전 안전성 

경우 원전의 우리나라의 

한 명확한 볍적 

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
λA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허가 

그러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설계수명이 30년 또는 40년으로 명시되어 

기 때문에， 비록 운영허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기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운영허가 발급시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것은 유럽의 많은 국가 

그L <51- λ‘ U -, t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으며 

。

-'-'-설계수명과 관계없이 설비들의 원전들에서도 그렇듯이 비에서도 그렇고 유럽의 

구되는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 미국식 규제체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설계수명을 운영 

간주해온 측면도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라나 우리나라의 

허가 기간으로 설계수명 

계속운전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운영허가 기간 등에 

끈거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의 

대한 명확한 법적 

전력수요에 대 

기여하는 

미래 

국가경제에 

활용을 통해서 

절감하여 

1. 기본방향 

수명연장은 기존 발전설비의 

원전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효율적 원전의 

비한 신규 

설정된 운전연수를 설계수명 이후에도 장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원전 설계 당시 

기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전의 수명연장 법제화는 원전의 설계수명 이후 장기운전 중 안전 

보장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체계를 현행 원자력법령체계에 적절히 접목 성을 확설히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 있어서 초점을 두어야 하며 법제화 방안을 마련함에 

인 사항으로는 

하는데 

설비에 대한 노 

1) 가동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정성평가 및 미비사항 개선 

2) 장기 안전운전 기간동안 교체되지 않는 장수명의 피동형 

후화 영향평가 및 장기운전기간 중 노후화관리 계획 수립 

보수계획 수립 대한 장기 중요한 설비에 3) 안전에 

n “ 



4) 장기 안전운전을 위한 설비개선과 장기 안전운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5) 상기의 원전운영자 활동에 대한 규제기관의 평가 

우리나라의 원자력법령체계는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력법시행규칙， 과 

학기술부장관고시 

와 같다. 

등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1) 원자력법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사항을 규정 

2) 원자력법시행령(대통령령)은 원자력법에서 위염된 사항과 그 시행에 

요한 일반적인 기술기준과 절차， 방법 등의 행정적 사항을 규정 

필 

3) 원자력법시행규칙(과학기술부령)은 원자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서류 등을 상세히 규정 

4) 또한 원자력법 시행규칙과 별도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과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자력안전규제 

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규정 

원자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규칙에서 5) 과학기술부장관고시는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의 

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성 확인체계의 법제화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 

1) 설계수명/경년열화에 대한 용어정리 설계수명 이후 장기 연장운전의 

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허가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심사절차 및 기준 

안 

2) 원자력법 : 설계수명/경년열화 정의와 허가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심사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대통령령 혹은 과학기술부령으로의 위임에 관한 

근거규정 

3) 원자력법시행령 : 제출시기 및 심사 절차 등 행정적 사항 

4) 원자력법시행규칙 : 허가신청서식， 첨부 서류， 기술수준 

2. 모델의 설정 

현행 원자력법령에서는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고， 운영허가 신청서류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SAR)에 원전 설계수명이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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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허가기간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로 볼 때 FSAR에 명 

큰거라 할 수 있다. 

기재된 원전 설계수명을 

논란이 있으나， 볍 해석적으로나 설제 

시된 설계수명기간을 운영허가기간의 

어 있다. FSAR에 

해석상의 

않는다면， 원전은 운영허가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운영 

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무한정으로 운영할수 있다 

규제기관은 현행의 원자력법령 하에서는 운영허가기간을 설 

정할 수 없으냐，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합리적 

인 논거제기가 곤란하다. 

하지 근거로 운영허가기간의 만일 설계수명기간을 

제24조와 제30조의 기간이 없는 것으로 원자력볍 

。1-~一
"동 1二 정지의 사유에 해당되지 

는 의미가 퍼기 때문에 

안전사항이 수립되어 

변경을 초래하므로 설계수 

허가사항 중 가장 

요
 

주
 
’ 고려한 

안전사항의 

설계수명을 또한， 운영허가서류인 FSAR에 

있기 때문에 

변경 

변경할 경우， 주요 

제21조(운영 허 가) 본문 후단 규정 의 

중요한 사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설계수명을 

변경은 원자력볍 명의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원전의 운전 및 환경조건에 따라 설계수명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임의로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 

전을 할 수 없다.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 설계수명의 연장은 과기부장관의 

계속 이후의 

변경허가 

제도 방안을 마련할 없이는 볍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법률적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연 제21조(운영허가)를 개정하여 설계수명의 

관한 변경허가 근거를 규정하고， 제 22조(허가기준)을 개정하여 설계 

규정， 부칙으로 설계수명 기산점에 

원자력볍 기존의 1) 모델←1은 

장에 

대한 관한 허가기준을 연장에 /-‘ rH 
T 딩 

규정 경과조치 

주기 제22조의 2(유효기간 및 연장허가)를 신설하여 

운영허가 유효기간을 

2) 모델→2는 원자력 법 

기간을 규정하고， 기존의 

원자력법 제23조의 3(주기적안전성평가)을 개정하여 주기적안전성평가계 

획의 승인， 주기적안전성평가결의 현장확인 근거 규정， 부칙으로 기존의 

가동원전에 대한 운영허가 유효기간 규정 

3) 모델 3은 원자력법 제22조의 2(유효기간 및 연장허가)를 신설하여 

운영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원자력법 

고려하여 적안전성평가 

설계 

제22조의 끈거로한 거‘ uLQ.. -, -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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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격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법 

시행규칙 

3(유효기간의 연장)를 신설하여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근거 및 허가기간 

을 규정， 부칙으로 기존의 가동원전에 대한 운영허가의 유효기간 및 기 

산일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하여 [표 4.1]에 제시하였다. 

표 4.1 법령시안모델의 주요내용 및 특정 

모델-1 모델-2 모델 3 

법 제2조， 제 21조 및 제 법 제22조의 2 및 제23조 
법 제2조， 제 22조의 2 

및 제22조의 3 조항신 
22조 조항신설 및 수정 의 3 조항신설 및 수정 

셔E E 大1 -A「;셔 。

조항신설 : 
- 조항신설 : 

설계수명/경년열화 정 
운영허가 유효기간， 연 

- 조항신설 : 의， 원전 운영허가 유효 
장허가기간， 허가기준， 

설계수명/경년열화 정의， 기간 설정근거， 연장허 
주기적안전성평가 계획 

수명연장변경허가 근거， 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승인 근거， 주기적안전 

제출서류， 허가기준， 설 근거， 
성평가결과 현장확인근 

계수명 기산일(부칙) 제출서류， 허가기준， 유 
거， 기존원전의 운영허 

효기간의 근거 및 기산 
가 유효기간 지정(부칙) 

일(부칙) 

- 조항신설 : - 조항신설 . 조항신설 : 

변경허가 신청시기 및 주기적안전성평가 계획 연장허가 신청 시기 및 

방법， 심사계획 통보 등， 제출시기， 방법， 심사계 방법， 심사계획 통보 

원자력 안전위 원회 심 의 ( 획 통보 등， 원자력안전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심 

준용) 위원회심의(준용) 의(준용) 

- 조항신설 : 7.-하Q 시 L서 E - 조항신설 : 

변경허가신청 :RIj그 -님「 λi ，*， 주기적안전성평가 계획 연장허가신청 서식 및 

기술기준 기재 사항 섬부서류， 기술 기준 

3. 계속운전 허용을 위한 형태， 방법 등 서류 요건 

우리나라 원자력법체계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같은 원전 운영허 

가 기간， 그 허가의 발효시점 및 운영허가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 

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운영허가의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대신 2 

년 내지 10년마다 주기적안전성평가 및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원전의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운영허가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연장운전에 대한 종합적 

인 안전성 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운영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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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 리나라의 

원전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있는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시행되고 도입하여 경우 최큰에 

활용한 

방안으로 검토된 바 

연계 것이기 때문에 

것도 하나의 관한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는 연장운전에 

'-
l一

원전의 

있다. 

닝}-<? } 。... -는
 

하
 

운영허가 기간과 갱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별도로 두는 

볼 수 있으나，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있는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와 내용상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현 

명확히 기준을 개선하고 그 현행제도를 또한， 법리적으로 모호한 

미국의 경우와 같이 

것도 고려해 

재 시행중에 

로서 

변밀한 사 

것이 가중될 이중의 과도한 규제부담이 원전 사업자에게 펼요하다. 자칫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검토가 

보는 바와 같이 PSR과 원전 운영허가 갱신제도의 상호비교 결과 

PSR결과 안전성이 문제가 없다면 

[표 4.2]에서 

。1
/、λ계속운전에 

다. PSR과 운영허가 갱신의 목적， 이행방볍 평가수단 등이 유사하므로 유기적 

를 동한 안전성 평가 모델의 개발이 바람직하며， PSR결과에 따라 계속운전이나 운 

전정지가 가능하므로 운영허가 갱신에 준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연계 

활용하고 세계적으로 통해서 E크 
E크 

표 4.2 수명관리 기본요소와 PSR 및 운영허가 갱신제도 비교 

수명관리 기본요소 PSR 안전인자 운영허가갱신(미국) 

경년열화 메커니즘 설계 실제 물리적조건， 경년열화， 
갱신규정(기술자료) 

반영 기기검증， 안전성능， 절차서 

설계시 안전수준 유지 
섣제 물리적조건， 안전성분 

갱신규정(기술자료) 
석，안전성능 

최신 안전기준 반영 안전성분석 
갱신규정(기술자료) 

기존 소급적용 규정 

신기술 및 운전경험 반영 운전경 험/연구결과 활용 기존 소급적용 규정 

경년열화 평가 및 감시 경년열화， 실제 물리적조건 갱신규정(기술자료) 

보수 및 교체계획 수립 
기기검증， 경년열화， 안전성 

기존 보수 규정 
능，절차서 

종합안전도 평가 안전성분석， PSR수행(주-1) 기존 PRA규정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주 2) 갱신규정(환경영향보고서) 

수명관리 조직/ 인력 및 
조직 및 행정， 인적인자 기존 제반규정 

운영체계 확보 

안전관련 자료 보완 절차서 
갱신규정 (FSAR보완) 기존 

기록관리규정 

주←2 : PSR에서는 환경감시만 다루고 있음 *주← 1 : 사업자의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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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PSR과 계속운전과 관련 노화 및 환경영향평가 등 기술적으로 PSR 

계속운영평가와 중복부분을 고려하고， 운영허가갱신 평가기준을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면 두 제도가 혼합된 개 

평가내용이 

평가기준에 

의 

념의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하므로 사업자는 수행에 기본책임을 지며， 정부는 

한다. 동일원전에 대하여는 기존 PSR의 원칙을 따르되 

운전조건의 상이 

맞추어 PSR의 PSR의 

입증해야 

결정해야 

유지됨을 

계속 운전 허용여부를 

동안 안전기능이 연장기간 추가하여 PSR에 

운전년수에 따른 설비 노후 

노화평가를 실시하여 독립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등의 화의 차이， 

야 한다. 

요건 확인에 필요한 기술 4. 안전성 

기여할 수 있 

온 안전 규 

국내 원전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전되면서 국가 경제에 

데에는 선진국 제도를 받아들이고 관련기술을 익히면서 이행되어 

제가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수명연장에 관한 제도는 필요성 이외에 어떠한 구체 

크게 

었던 

새로운 제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조화 그리고 상호활용을 통해 규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존 제도들과의 

적 

효율성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2000년에서 경우，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40년 수명제한규정으로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 

원자력외의 적절한 대안이 

인해 미국의 

2028년 사이에 

。1-'-→
1.:종 τ: 마련되지 필수적인데 안전성이 전력공급의 해서는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연장하려는 요구에 따라 원전의 

인한 원전의 신뢰성 및 안전성저하 영향을 평가 

수명연장을 

수명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원자력산업계에서는 

위해서 원전설비의 

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거‘ r남 。
T 딩등r 원전의 

노후화와 이로 

한 원전의 

로
 

편지에서 

현재 발전소에서 시행중인 기존의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운영허가 갱신에 어떻게 활 

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자력 선업계의 관점을 문서화하였다. NRC staff은 1999년 

보낸 1999년 3월 3일자로 NRC에 Nuclear Energy Institute(NED 는 

6월 SECY -99-148, "Creclit for Existing Programs for License Renewal"을 발간함 

기존 프로그램을 신뢰하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몇가지 옵션을 설명하고，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믿는 한가지 방안을 추천하였다. 

으로서 

운영허가 갱신 절차의 

1999년 8월 27일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SRM)을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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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staff의 추천을 승인하고 staff들로 하여금 기존 프로그램들이 운영허가 갱신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Safety Review Plan for License 

RenewalCSRP→-LR)의 Staff Review Guidance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Staff은 일반적 

인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서화한 Generic Aging Lessons 

Learned(GALU Report플 개발하였다. 

GALL report는 발전소의 경년열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인 

NUREG/CR • 6490, "Nuclear Power Generic Aging Lessons Learned(GALU"를 바 

탕으로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이 적절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확장하여 만뜰어 졌 

다. NUREG/CR-6490은 Nuclear Plant Aging Research(NPAR) 보고서 , NUMARC 

(현， NED 보고서， License Event Report(LERs) , Information Notices , Generic 

Letters, Bulletins 등 500여 개 의 자료에 나온 정 보를 기 초로 하여 작성 된 보고서 이 다. 

GALL Report는 발전소를 이루고 있는 각 계통/기기/구조물을 항목별로 구분하 

여 이들에 대한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또한 기존의 관리프로그램이 

적철한지 혹은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술적 

기초들을 설명하고 있다. 

Gall Report는 표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열은 "Item" , "Structure and/or 

Component" , "lVIaterial" , "Environment", "Aging Effet/Mechanism" , "Aging 

lVIanagement Program(AlVIP)" , "Futher Evaluation"을 나타내 고 있다. 

특정의 구조 및 기기에 대한 어떠한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 (AMP)의 적정성 평 

가는 [표 4.3]에 10가지의 프로그램 요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4.3]과 같 

이 평가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이 특정 구조물 및 기기에 대한 어떤 경년열화 영향을 

관리하는데 적절하다고 결정되면 운영허가갱선을 위하여 staff이 보다 갚은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을 "Further Evaluation" 열에 나타내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staff이 집중하여 검토할 영역을 추천하고 있다. 

GALL Report는 SRP→LP에서 참조되어 기존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기 

초로서 사용된다. G ALL Report는 SRP一LP에 대한 기술적 기저로서 staff에게 운영 

허가 갱선 신청을 검토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증된 

보고서와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운영허가갱신 신청서는 신청자의 발전소에서 운영 

되는 프로그램이 GALL Report에서 검토되어 인증된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staff이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GALL Report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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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n
 

프로그램이 반져 4、이 
"'- '-수 ~-←’ 활용한다면 내용을 있는 신청 A}가 GALL Report에 

책 것은 신청자에게 

관리하는 

있음을 보장하는 

위한 경년열화 영향을 

요소를 포함하고 

운영허가생산을 

모든 GALL 프로그램의 된 

수용 었다. GALL Report는 。101
o ’ 

대한 운영허가 갱신 신청서에 것이다.신청자는 

검토를 위해 다른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담고있는 한가지를 가능하 바버 Z ro '1'.: -ô "8 õ 

표 4.3 AMP적정성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요소 

요 소 설 며。 

1) E 로그램의 범위 
고로그램의 범위는 경년열화 관리 대상이 되는 특정 구조물 

및 기기를 포함해야 한다. 

2) 방지 행위 
- 방지 행위는 적용가능 경년열화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해 

야 한다. 

3) 감시 혹은 검사 인자 
- 감시 혹은 검사 인자는 특정 구조물 및 기기의 의도된 작동 

에 대한 경년열화 영향과 연계되어야 한다. 

경년열화 영향은 구조물 및 기기의 의도된 기능이 상실되기 

4) 경년열화 영향의 탐지 
전에 탐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년열화 영향이 적시에 탐 

지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법/기술， 빈도， 시료 크기， 

데이터 수집， 그리고 검사 시기와 같은 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5) 감시와 경향 
감시와 경향은 경년열화 영향의 크기에 대한 예측， 적시의 교 

정 및 완화 행위를 제공해야 한다. 

- 허용기준은 연장운전 기간 중에도 모든 현행인허가기반 

6) 허용 기준 (Current Licensing Basis CLB) 설계조건 하에서 특정 구 

조물 및 기기의 의도된 기능이 유지됨을 보장해야 한다. 

7) 교정 행위 
- 근본 원인 결정 및 재발 방지를 포함한 교정행위는 시기 적 

절해야 한다. 

8) 확인 절차 
- 확인 절차는 방지행위가 적절하고 적절한 교정행위가 완료 

효과적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9) 관리상의 제어 - 관리상의 제어는 공식적 검토와 승인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 효로그램을 향상시키거나 고로그램을 추가하도록 했던 과거 

의 교정행위를 포함하여 경년열화 관리 쿄로그램과 관련된 

10) 운영 경험 운영경험은 경년열화영향이 적절히 관리되어 연장운전 기간 

에도 구조물 및 기기의 의도된 기능이 유지될 것이라는 객관 

적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것 과 NRC staff이 신청자가 운영허가 갱신 신청서를 준비하는 

그리고 항상 동일한 표준으로 검토되는데 편리하도록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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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 Report를 사용하는 것이 운영허가 갱신 신청시 

이를 사용함으로써 

제시간에 



。 1

λ‘ 

따라 

정하고 

인허가 기준에 

tl1 QJ 드르 
t:J" '2프 또한， GALL Report는 운영허가 갱신이나 구조물 및 기기의 

않다. 범위는 발전소 고유의 

탈라질 수 있다. 

설계와 현행 것으로 발전소의 지 

조드~A~ 01 
• ì 0--1 있다고 

구조불 흑은 기기가 모든 발전소의 운영허가 갱신 검토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 

않는다. 반대로， 어떠한 구조물이나 기기가 GALL Report에 

이 특정의 

있지 포함되어 

해서 포함되어 구조물 이 나 가 기 가 GALL Report에 어떠한 

하지는 

않다고 검토범위 기기가 발전소에서도 운영허가갱신 

있지 않다는 것플 의미하지는 않는다 

흐C~ 
•-, c • 므

 
응
 

조
 

구
 

해서 

틀어 안에 

고려사항이 되는 GALL Report 이상과 같이 원전의 

살펴보았듯이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섬사와 관련하여 설계수명 이후에도 원 

전의 안선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후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주요한 기술적 수명연장에 

에 대해 

운전경험을 근거로 미래의 

수행하는 것이다. 원전의 초기 인허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운전시 이라한 영 

전
 

。

τ
 

계속운전이 신청된 사점에서 해당 원전의 과거 

전망을 원전의 설계기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현상에 노후화의 시 

확인 절차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계속운전 허용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수립하여 

안전성평가를 설시한 다음 평가보고서와 함께 

설계수명 만료 전까지 규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모델마다 제출시기가 결정되었지만 운영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는 5년 전까지 설계수명 만료 전에 실시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운 

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시기에 다소 유연성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한 안전성 

계획을 계속운전 

5. 계속운전 허용을 

윈전운영자는 

규제기관은 제출된 평가보고서와 허용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계속운전 기간동안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화관리계획 및 환경영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필 

요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었다. 

의 안전성 

규제기관은 심각한 안전현안이 있을 경우， 섬층적인 위험도 평가의 

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원전 운영자는 이에 따라 안전현안과 관련된 

평가하고 계속운전을 위한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조건부 운전이 

원전의 경우， 사업자는 원전 운전을 계속하되 

수행을 원 

/-‘ 
。

요구에 따 규제기관이 시정조치 

위험도를 

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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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보완 조치를 취한 후 규제기관이 재심사를 받아야하고 운전 정지된 원전의 경우 

사업자는 보완조치를 취한 후 규제기관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정지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요구된 시정조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원전은 폐쇄 또는 폐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로서 계속운전 기간동안 안 

전기능의 유지가 입증되는 경우 규제기관은 계속운전을 허용토록 한다. [그림 4.1] 

에 원전계속운전의 허용절차를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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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I 
| 과학기술부 | |원자력안전기술원 

[ 계획추립 ; 킬굽l ~ | 계획서 검토 | 8 

[ 안전성핑가편 편] 허용신청서 • ] 

X-「}AC그1 

보고서 작성 j • | 심사의뢰 | • | 심사수행 

조건부 

운전허용 

<원자력안전 

위원회심으1> 
‘- 심사보고서 

그림 4.1 원전 계속운전의 허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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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제도화 방안의 의견수렴 



제 5 절 제도화 방안의 의견수렴 

그 동안의 많은 연구와 선진국이 경험을 통하여 원전의 운영가능 기간은 설제 

로 설계수명을 휠씬 초과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던 점을 참고로 할 때， 선뢰할 만한 

종합적인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여 원전이 전반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영을 허용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무리 

가 없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전의 운전가능 기간이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미국의 경우， 원자로의 설계수 

명을 30년 -40년으로 설정하고도 인허가갱신 규칙을 통하여 원전의 운영기간을 갱 

신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 규제기관은 

고 원자력사업자는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성 내지 

본다는 것이 안전성을 재점검해 

사업성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7 :1 
/、

이다. 

기기， 계통 및 구조물 등이 시간경과에 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래의 특정 기간동안 안전성이 유지됨을 

보증하는 체계이고， 현재의 기준과 기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두 제도는 모두 원전의 

른 안전성 확인에 

특히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계속운전， 조건부 계속운 

전， 운전정지 등의 판정이 가능하므로 운영허가 갱신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남l ;>;~ 
닙「 

따라서 현재 운영허가 갱신 혹은 설계수명 이후의 계속운영 여부에 대한 어떤 

규정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이들과 연계된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규제의 단순화 및 합리화 차원에서도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의 원전 계속운영과 관련한 원자력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 

운영허가 기간을 제한한다거나 계 펴볼 때， 설계수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 운영기간을 설계수명 기간의 반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 

'-'-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원전의 계속운영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위한 허가제도를 신설함에는 

첫째， 전력 민영화 내지 전력사업의 경쟁체제 도입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전력시장도 세계 추세에 맞추어 발전 송전 배전 등의 모든 부문에 경쟁 체계 

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제의 신설은 신중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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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 법에서는 반영하여야 한다. 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을 기본법(제7조)의 둘째， 행정규제 

향을 분석함에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피。서 
E프.J，...L ö , 

부
 

1 여
 

보
 
「즈

 
A U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4) 규제의 

부
’
 }
。

햄
 찮
 

포
 F 

과
 

서
。
 

관
 

캐
「
 

엠
 

내
 

제
 

규
 

히
 

0 까、 。|
..ll-J- --. 5) 경쟁 제한적 

대체수단이 다양하게 

확인의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검증할 

있어서 안전성 

규범화되는 추세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에는 원전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동중 원전에 

수단은 주기적안전성평가이며， 이는 현재 국제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는 운영허가의 

이행방법， 안전성평가 

갱신문 도입된 원자력법의 개정으로 

가동원전의 

그
 
L 최

 
및 二l EL;셔 -, -, 안전성평가와 관련하여 있어서 

수단 등이 

제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원전 1호기를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운영한다는 

대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여 운영허가 유효기간， 연장기간제한 

원전 계속운영 제도화 

고리 한수원은 2002년 5월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5.1]에 

방안을， [표 5.2]에 한수원의 원자력법 개정안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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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을 세우고， 이에 

PSR 결과조치 등에 



표 5.1 한수원의 원전 계속운영 제도화 방안 

방안 장점， 단점 및 법적 추가조치 필요사항 

장 

(1안) 현행 PSR 제도활용 운 1 점 
영기간 연장 

• 설계수명 도래 전 열화평가 
및 수명 관리계획을 수립， 
PSR 보고서 에 반영 하여 연 
장운전 수행 | 단 
일본 및 유럽식 계속운영| 점 

형태 

。 현행 인허가제도 유지로 신규제도 도입부담 경감 

。 PSR 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활용 가능 

* 제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사항(‘99. 12. 21) 
“우리나라는 수명연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결과를 설계수명 

만료후 계속운전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가능” 

。 국민수용도 제고 어려움 

。 계속운영의 경제성 불명확(매 10년의 단기간 연장운 

전으로 대규모 장수명 고가설비 투자부담) 
。 PSR 심사기준 이원화 부담 및 사업자 조치사항 증가 

- 설계수명내 PSR 심사기준 : 현행 인허가기반(CLB) 

- 계속운영시 PSR 심사기준 : 연장운전 허가기준 

치 

법 개정 불요(단， 정부의 정책성명 또는 이에 상응하 

는 조치 펼요) 

(2안) 미국식 인허가갱신제도 1 ‘ 

?:~ 
。도입 

• 최초 운영허가시 운영기간| 점 
(40년 범위)을 규정하고， 이 

후 연장운전(최대 20년)을 

위해 인허가를 갱신하는 방| 단 
법 

。 계속운영정책 조기수립 가능 및 대규모 투자 대처용이 

。 현행 PSR 심사기준 완화 및 장기적으로 PSR 제도 
폐지 근거로 활용 가능 

。 제도 도입과정에서 국민수용도 제고 유리 

처
n
 태

 
반
 

혀
。
 ‘ 저

?
 

가
 운
 

허
 
장
 

인
 
연
 

엠
 패
 

유
 한
 ) 

국
 괜
 하
 

미
 
띠
 
복
 

。 PSR과 별도의 제도를 갖게 되므로 사업자 부담 증 

대 단， PSR 심사기준이 연장운전 허가기준(실질적 
LR 기준)이 될 경우 부담은 제 1안과 대동소이 

;ζ 

강 | 원자력법 개정 펼요 

(3안) PSR연계 인허가 갱신 j 점 
제도 도입 

• PSR을 통하여 10년마다 안 

전성을 평가하고 차기 인허| 단 

가하는 방법(최초 허가기간| 점 

은 40년) 
• 1안의 차선책 형태 

장 
。 기수행중인 PSR 보완 활용(PSR과 인허가 갱신제도 

이 통합) 

。 제도 도입과정에서 국민수용도 제고 유리 

。 계속운영의 경제성 불명확(매 10년의 단기간 연장운 

전으로 대규모 장수명 고가설비 투자부담) 

。 운영허가 갱신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부담증대 

þ 

강 | 원자력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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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한수원의 원전 계속운영 제도화 방안 관련 원자력법 개정안 

방안 원자력법 개정안 

(1안) 현행 PSR 제도활용 운영기간 연장 
설계수명 도래 전 열화평가 및 수명 관리!법 개정 불요 

계획을 수립， PSR 보고서에 반영하여 연 I( 단， 정부의 정책성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 

장운전 수행 

일본 및 유럽식 계속운영 형태 

(2안) 미국식 인허가 갱신제도 도입 

최초 운영허가시 운영기간(40년 범위)을 

규정하고 이후 연장운전(최대 20년)을 위 

해 인허가를 갱신하는 방법 

미국 유일의 인허가 형태 (20년 한도내 연 

장운전 반복허가) 

(3안) PSR연계 인허가 갱신제도 도입 

PSR을 통하여 10년마다 안전성을 평가하 

고 차기 10년의 계속운전을 인허가하는 

방법(최초 허가 기간을 40년) 

1안의 차선책 형태 

치 필요) 

[제 21조(운영 허 가) 3항 - 5항 신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은 40년의 

범위 내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 자”라 한다)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전용원자 

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20년을 념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 이 

후에도 같다. 

@ 제4항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5년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21조(운영허가) 3항 설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은 운전개 

시일로부터 40년으로 한다. 다만， 4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법 제 23조의 3(주기적안 

전성평가)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 

라 매 10년씩 운영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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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 론 



론
 

6 절 결 제 

안전성평가에 의해 

유지하면 안전도를 

r :c ~二
~ '--

수용 가능한 수준의 

운영허가기간 규정된 

지난 이후에 

가동원전이 

인정된 운전기간(설계수명)을 

서 계속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은
 

저
」
 

。

τ
 

소
 
「

쉐
 깨 

원전의 

현안이 

계속 

요
 

주
 
’ 

종료되는 시점이 가까워져 원전의 

경제적인 원전 수명관리가 전 세계 원자력계의 

우리나라와 같이 최초 설계수명이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적 · 제도적 

동안 안전하고 

며，특히 

운전 여부를 

그 

핵심적으로 도출이 요건들의 

떠오르고 있다. 

1호기는 30년임)， 

때，국내에서 

고리 1호기 는 앞으로 4년 (2008년) , 중수로인 월성 1호기 는 9 

년 (2013년) 후면 각각 그 설계수명에 도달하게 된다. 

종료시한에 

설계수명 이후의 

경수로가 40년(단， 

있으며 상업운전 개시일을 기준으로 

고리 일반적으로 설계수명은 원전의 국내 

프깅L 
;프 중수로는 30년으로 설정되어 

가장 오래된 경수로인 

일부 원전이 설계수명 

원전부지 확보의 어려웅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사업자 측은 이미 1990년대 

오고 있다. 최근까지 사업자 측은 그러한 장기적인 수명관리 연구를 통하여 

이후의 계속운전에 기술적으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견해가 지배적인 

있는 가웅데 신규 도달하고 국내 이와 같이 

관한 관심이 

수명관리 연구를 

계속운전에 

초부터 

수행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기술적 

설계수명 

철저한 관리로서 지속적인 안전성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확보 

관점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이후의 안전성 

또한， 국내 여건상 에너지 자원의 

자원의 재활용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원전의 설계수명 

가 전제되는 한 계속운전을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적 묘
 

조
 
「부

 
l 

건설 및 운영시 각각의 허가기준을 정하고 최종안 

있 

현행 원자력법에서는 원전의 

까‘ rH 
T ←δ 

전성분석보고서 

으나， 원전의 

전의 건설 

소지가 있다.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서 운영허가기간과 갱신에 

체계에서 원전의 수명연장에 관해서 

기준(법 22조)에 위배되어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qJ 
^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란의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 

등 법정 서류를 제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및 수명연장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원전사업자가 원 

운영시 제출하는 서류에 언급된 설계수명이 경과할 경우 계속운전이 

법적 근거를 신설해 

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 국내법 

는 안전성 저해 등 운영허가의 

계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허가기간과 갱신에 관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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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안전기준의 미달 또는 안전요건의 미비 등 원자로 안전운영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발전정지 

또는 운영허가의 취소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정(원자력법 제 24조 “운영허가의 

현재 

죄
 꺼
 

법령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 계속운전에 이후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설계수명 있으나 원전의 소 등")이 

개시 원전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을 규제할 명확한 법적 

또한， 최큰에 

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로서 가동원전에 

국내 

분석하는 것으 

누적된 

및 특성을 점검 

대해 경년열화， 

영향을 다루고 원전운전기간동안 

행되는 체계적인 종합적 

가능하며，운영허가갱신의 

PSR 제도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판단과 예측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 신청요건 대부분이 PSR 요건들과 대동소이하다. 특 

설 

계수명 

결과가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운 

비추어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원전의 연장운전은 운영허가갱신 

도입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기적안 

히， 계속운전 관련 노화 및 환경 영향평가 분야는 PSR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허가갱신 제도를 두지 않는 

대부분 나라에서 주기적안전성평가 

전에 활용하고 있음을 

제도 등 어떠한 제도를 

전성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PSA 수행， 환경영향평가， FSAR 및 T/S 등을 보완 또는 

추가해야 하는 자료 등을 갖추도록 하여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한 

다. 

수행하고，원전 

주기적안전성 

계속적으로 

같이 

활용하여 

검토를 

바와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기 의결된 

활용한 현행 주기적안전성평가제도를 

계속운전을 제도화하는데 

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도입 취지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특히， 1999년 12월 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 PSR 결과를 원전 설계수명 

료시 계속운전 허용여부 판단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 계속운전을 규제할 명확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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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적용， 수행되는 

이행하는 다양한 안전관련 

시설변경， 운전경험， 기술발전 등과 같은 

고도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10년 주기로 수 

안전성평가제도로서 연장운전의 판단과 예측에 정보제공이 

목적， 이행방법， 평가수단 등이 유사하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PSR과 연계하여 계속운전 허용여부를 결 

정하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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