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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국내 가동원 을 효율 으로 운 하고 안 하게 규제하기 하여 국내가동원 의 

기술수요 안과 련하여 11개 기술분야를 선정하 다. 리스크 정보활용, 사고, 

구조분야 PSR, 지하수 모니터링, 가동  시험  화재방호, 주요기기 경년열화, 

속재료 건 성  증기발생기, 인간공학  디지털 I & C, 품질보증분야, 2차계통 

 국민신뢰와 커뮤니 이션 등 기술분야에 하여 34개 국내 가동원 안의 

추진배경, 요구사항 그리고 처리사항 등을 분석하 다. 이 안들에 하여 한국원

자력연구원의 역할을 모색하여 연구원 보유기술을 가동원 안에 용하고 한 

국내 가동원 운  효율을 제고하고 연구원 보유기술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가동원  운 의 기술수요 안  가동원  안 규제 안을 해결하

기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주)간의 기술 력 정을 체결하여 국내가동

원 의 가동률을 제고하고 국가에 지 공 에 더욱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iii -

                   SUMMARY

  

   

  Eleven technology fields were chosen, which have a relation with the solution 

of the pending problems of domestic operational nuclear power plants to manage 

an efficient operation and safe regulation for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The 

progressive background,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on the pending problems, 

34, of an operation and regulation for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were 

analyzed with regard to a risk information application, severe accident, PSR of 

structural materials, underwater monitoring, operation inspection and a fire 

protection, an instrument aging, metal integrity and steam generator, human 

technology and a digital I & C, quality assurance, secondary system and a user 

reliance and mass communications. KAERI's role is to provide a solution to 

these pending problems of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KAERI's technology 

is to be applicable to the pending problems for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to 

raise an operational efficiency and an application frequency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future, a technology treaty between KAERI and KHNP is to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ending problems for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Operation rate of nuclear power plants will also be raised and contribute to the 

supply of national energy due to this technology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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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에 지문제해결은 큰 과제이다. 국가 에 지

의 약 40% 는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다. 재 국내원  원자로 20호기가 가동되고 

있다. 고리원자력 발 소는 벌써 가동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원자로를 구성하는 

모든 구조물이 경년열화됨에 따른 원자력 발 소에 한 안 안이 증 되고 있

다. 이 안에 한 기술  해결방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원자력 발

소 운 목표는 안 하고 경제 으로 원자로를 가동하여 에 지를 생산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원자로를 가동함에 있어서 안 인 측면과 경제 인 측면을 하

고 조화있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 소 원자로 안 가동을 하여 국내가동원  장의 안과 가동원

안 규제 안에 하여 기술수요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이러한 안

들을 해결하기 하여 원자력 각 기 에서는 원자력 안  정보회의 14개 기술분과

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해결방안을 가동원  장에 용하고 

한 가동원 의 안 규제요건을 잘 만족하는 여부를 검하고 부족한 것은 수정

ㆍ보완하여 효율 으로 가동원 을 운  하고자 하는 것이다. 14개 기술분과는 신

형핵연료 개발  규제 망, 사고 분야  리스크정보활용규제, 가동원  안

안 평가  방규제 방안, 미래규제 수요 비, 가동원  구조분야 PSR 안

안/원자력이용시설 부지의 지하수 모니터링, 가동  시험/화재방호, 원 주요기기, 

경년열화에 한 건 성확보, 속재료 건건성 리/효율  증기발생기 리, 인간

공학  디지털 I&C에 한 규제방향, 과거발생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안, 

국민신뢰와  커뮤니 이션, 품질보증분야 안  규제방향, 기제어분야 안

안  규제방향, 운  2차계통 규제  기술기  등이다. 

  본 보고서는 국내 가동원 의 효율  운 안  안 규제 안에 한 해결방

안을 강구하기 하여 14개 기술분과 에서 국내가동원  련하여 11개 기술분야 

안을 조사하 다. 11개 기술분야는 리스크 정보활용, 사고, 구조분야 PSR, 

지하수 모니터링, 가동  시험  화재방호, 주요기기 경년열화, 속재료 건 성 

 증기발생기, 인간공학  디지털 I&C, 품질보증분야, 2차계통  국민신뢰와 

커뮤니 이션 등이다. 11개 기술별로 국내 가동원 의 효율  운 안  안

규제 안에 한 배경, 요구사항, 처리사항을 분석하고 이 안들에 하여 원자력

연구원의 역할을 고려하고 원자력연구원 보유기술의 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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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기술분야별 기술수요 안 조사

제1  기술수요 안 리스트

  1. 가동원 에 한 PSA 재평가

  2. 고리1호기 수소연소 안 성 심사

  3. 사고 정책이후 이행 략

  4. 리스크 정보활용 향후 추진

  5. 국내 규제검사제도를 고려한 리스크 정보활용/성능기반 정기검사개선

  6. 울진1,2호기 사고 리 략 

  7. 국내환경에 합한 RIR 응방안

  8. APR 400 IRWS 에서의 DDT 정기  

  9. PSR 련 주요규제

  10. 지하수 모니터링 규제

  11. 원자로용기 건 성 평가

  12. 기계해석분야 심사

  13. 가동원  주요기기 속피로

  14. 고리1호기 주요기기 경년열화 리

  15. 기술자립형 사고해석 규제검증체계

  16. CANDU 피더배 의 FAC에 의한 방 규제

  17. 증기발생기 검사 규제

  18. 증기발생기 세 검사 개선방안

  19. 원 재료 규제

  20. 디지털계측제어계통 PLC 설계의 규제

  21. 디지털계측제어계통 사이버보안에 한 규제

  22. 원자로시설 주요기기ㆍ부품생산 품질보증검사 지침개정

  23. 원자로시설 품질규제 효율화 방안

  24. 한수원 품질등 체계 변경 추진

  25. 원  2차계통 기술기  개발

  26. 원 2차계통 시험 상 기기  정기 안

  27. 원  2차계통 규제방향

  28. 원 2차계통에 한 정지 황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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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리스크 커뮤니 이션(RC) 모델

  30. 규제기 의 국민신뢰 종합 로그램(안) 

  31. 지역사회에 한 국내원 사업

  32. 가동원  안 성평가  규제방향

  33. 주기  안 성평가  계속운 에서의 안 해석

  34. 가동원  출력증강을 한 안 해석

제2  기술분류

  신형핵연료 개발  규제 망, 사고 분야  리스크정보활용규제, 가동원  

안 안 평가  방규제 방안, 미래규제 수요 비, 가동원  구조분야 PSR 안

안/원자력이용시설 부지의 지하수 모니터링, 가동  시험/화재방호, 원 주요

기기, 경년열화에 한 건 성확보, 속재료 건건성 리/효율  증기발생기 리, 

인간공학  디지털 I&C에 한 규제방향, 과거발생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안, 국민신뢰와  커뮤니 이션, 품질보증분야 안  규제방향, 기제어분

야 안 안  규제방향  운  2차계통 규제  기술기  등 14개 기술분과에 

하여 국내가동원  기술수요 안과 련한 표 2.2.1과 같이 11개 기술분류명을 

선정하 다. 기술수요 안을 조사하고 분석한 기술분류명은 리스크 정보활용, 구조

분야 PSR, 지하수 모니터링, 주요기기 경년열화, 속재료 건 성  증기발생기, 

인간공학  디지털 I & C, 품질보증분야, 2차계통, 국민신뢰와 커뮤니 이션, 

가동  시험  화재방호 등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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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분류명 비고

 SI - RISK

 SI - SA

 SI - PSR

 SI - UW

 SI - TEST

 SI - AGE

 SI - MSG

 SI - I&C

 SI - QA 

 SI - SEC

 SI - PA

 리스크 정보활용 

 사고 

 구조분야 PSR

 지하수 모니터링 

 가동  시험  화재방호 

 주요기기 경년열화 

 속재료 건 성  증기발생기 

 인간공학  디지털 I&C 

 품질보증분야 

 2차계통 

 국민신뢰와 커뮤니 이션 

                            표 2.2.1. 기술분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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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술분야별 기술수요 안 분석

제1  리스크 정보활용 

 1. 가동원 에 한 PSA 재평가

  가. 추진배경

원자력 발 소의 안 성 향상을 해 “제 17차 원자력안 원회”에서 사

고 정책을 의결함. (2001. 8. 29) 

동 정책에서는 가동원 의 노후화와 규제환경의 변화를 반 하여 가동  원

에 해 주기 으로 PSA 재평가 수행을 의무화함.  

미국은 원 의 주기  변경 는 PSA 모델 변경시 재평가를 수행함.

원 별 PSA수행에는 막 한 비용이 수반됨. 아직까지 방법론에 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음.

  - 한수원은 매 10년마다 노형별 재평가 수행을 제안. 

  - KINS는 주기  재평가 방안으로 ① MR/RM과 연계하여 3~5년마다 PSA개정 

는 ② PSR과 연계하여 PSA개정 ③ 2가지 안을 혼합 으로 수행하는 방안

을 검토 이다.  

 나. 요구사항

‘01년 결정된 사고 정책에서 2006년까지 모든 원 에 한 PSA 재평가 수

행을 완료하도록 한다.

 다. 처리 황

‘01년 9월 한수원(주)가 ’07년 완료를 목표로 이행계획(안) 제출

  - ‘01년 9월기  가동원 은 2단계 수 의 PSA 수행 

  - 기존설계 개념의 건설원  (  5, 6, 울진 5, 6 신고리 1 ,2, 신월성 1, 2)은 

정지/ 출력 포함 2단계 수 의 PSA 수행

  - 신형경수로 원  (신고리 3, 4)은 3단계 수 의 PSA 수행 

KOPEC 주 으로 PSA재평가 작업이 수행되어 왔으며 각 발 소별 수행 황은 

표 3.1.1과 같음. (‘07년 4월 기 )  

  - 고리 1, 고리 2,  1, 2, 월성 1은 검토결과 보완작업(표 3.1.2)이 수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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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월성 2, 3, 4는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다. 

호기 한수원 계획 수행 황 KINS검토 황

고리 1
 ‘99.11 - ’02.11(rev 0)  완료(‘03.11)  완료

 ‘05. 6 - ’07. 5(rev 1)  수행  정

고리 2
 ‘02. 1 - ’03.12(rev 0)  완료(‘04.2)  완료

 ‘06. 1 - ’06.12(rev 1)  수행  정

고리3,4  ‘00. 9 - ’03. 6(rev 0)  완료(‘03.11)  완료

1,2
 ‘02. 9 - ’03.12(rev 1)  완료(‘04.2)  완료

 ‘06. 7 - ’07. 6(rev 2)  수행  정

3,4  '02. 1 - '04.12  완료(‘04.12)  검토

5,6  ‘04. 7 - ’05. 6  완료(‘05.12)  검토

울진1,2  ‘04. 1 - ’05.12  완료(‘05.12)  검토

울진3,4  ‘02. 1 - ’04.12  완료(‘04.12)  검토

울진5,6  ‘05. 1 - ’05.12  완료(‘06. 6)  검토

월성 1
 ‘01. 9 - ’03.12(rev 0)  완료(‘04. 2)  완료

 '06. 7 - '07. 6(rev 1)  수행   완료

월성2,3,4  '05. 1 - '07. 5  수행  정

                    표 3.1.1. PSA재평가 수행  검토 황(‘07.4)

원  주요 보완요구사항 

 고리 1호기
사건수목  고장수목 모델링 수정

성공기   운 원 조치 련 추가 열수력 분석 

 고리 2호기 
격납건물 살수온도가 핵분열 생성물 제거에 미치는 향분석

격납건물 바닥콘크리트 용융 통  보조건물로의 방출분석

 고리 3,4호기 격납건물 열제거 성공확률 평가방법 개발 

 월성 1호기 
모든 열 제거원이 상실되는 사고분석

PSA 재분석시 인 계통간 LOCA 사고경  고려 

                      표 3.1.2. 원 별 PSA 재평가 보완요구사항 

 

 2. 고리1호기 수소연소 안 성 심사

 가. 추진배경

계속운  평가를 한 기술기  용 련하여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1호”의 

만족여부 평가함(2005.12.1). 

KINS/GE-N8“가압경수형 원  계속운  심사지침서”의 가연성기체 연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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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안 성을 평가함(2006.3).

이에 따라 KINS는 고리1호기 계속운  안 성 평가서 수('06.6)하여 “과학기

술부고시 제2005-31호”의 만족여부 평가에 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MELCOR 코드 등을 이용하여 검증계산을 수행하고 있음. 

검증계산 간결과에 하여 DDT평가, FA평가  DDT & FA 평가를 수행함

(그림 3.1.1～4, 표3.1.3).

이에 한 KINS 간검토의견은 사고경 는 부분 고압사고 경 들임. 

따라서 압  압사고경 들의 추가 분석이 필요함.

한 1일 는 2일간의 분석이기 때문에 안정정지  사고 리 략종료조

건에 도달하고 유지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함.

사고 분석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 요구사항

저압 및 중압사고경위들의 추가 분석을 요구함.

안정정지 및 중대사고관리 전략종료조건에 도달하고 유지 할 수 있는지 분석을 

요구함.

중대사고 분석에 포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 처리현황 

고리1호기 계속운  평가를 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1호”의 만족여부 평

가에 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처리 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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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  DDT 평가에 의한 검증계산 간결과.  

          

                 표 3.1.3. DDT 가 가능한 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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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  DDT  FA평가에 의한 검증계산 간결과.  

 

               그림 3.1.3. DDT  FA평가에 의한 검증계산 간결과.  

 

                그림 3.1.4. DDT  FA평가에 의한 검증계산 간결과.  

  

 3. 사고 정책이후 이행 략

 가.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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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고 리 정책 황은 ’94년 9월 과기부에서 원자력안  정책성명을 

공표하고 '01년 9월에 과기부가 원자력발 소 사고 정책을 한수원에 통보

하고 ’06년 3월에 ‘06년 원자력안  규제정책 방향을 의결함.  

미국의 향후 사고 리 이행 략은 TMI-2 후속조치 사고 안종결계

획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 사고’틀 속에서 규제보다는 RIR규제로 환하

는 반면 국내 사고 후속정책은 RIR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RIR, MR, ER 등

으로 확 하고 있음.

사고 정책이후 주요 안

  - 원 별 PSA 수행으로 재평가에 막 한 비용이 수반되고 PSR 수행시 PSA 연  

    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명확한 방법론의 부재임. 

  - MR/RIR 시행보다 RIMS개발이 선행되어 활용 기회가 제한되고 MR 용 까  

    지 RIMS의 효율  활용기 의 곤란함이 있음.

  - LPSD PSA 방법론  데이터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임.

 나. 요구사항

원 별 PSA 수행으로 재평가에 막 한 비용이 수반되고 PSR 수행시 명확한 

방법론 부재의 해결.

MR/RIR 시행보다 RIMS개발이 선행되어 활용기회가 제한되고 MR 용 까지 

RIMS의 효율  활용기 의 곤란성의 해결.

LPSD PSA 방법론  데이터에 내재된 불확실성의 감소.

 다. 처리 황

PSA 재평가 문제는 계속수행 하는 일임.

리스크 감시시스템은 재  원 의 2/3 설치완료하고 ‘07년말 제작완료 정

임. 

재 미국도 정지- 출력(LPSD) PSA 수행을 하지 않고 데이터 불확실성을 감

소시키는 연구를 수행 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한수원(주)도 수행하려고 하나 

KINS는 계속 수행하라고 하는 상태임.

 4. 리스크 정보활용 향후 추진

 가. 추진배경

리스크 정보활용 원 운  필요성과 당 성은 운 사업환경 변화로 경제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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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만큼 요하고 미국의 RIR 기술 활용사례를 통해 안 성과 경제성 향

상 입증되고 국내원 도 리스크정보활용 분야 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

음. 

가동  원  리스크 정보활용 황은 격납건물 종합 설률시험(ILRT) 주기연

장, 배  가동 검사 최 화, RPS/ESFAS 검주기 연장, 운 기술지침서 허용

정지시간(AOT)연장을 수행함에 있음.

리스크정보활용 향후 추진 안은 원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원 사업(건설  

운 리) 반에 변화와 신이 필요하며 신원  운 략에 따른 안  최우선 

경 을 통한 세계 최우수 력회사를 세우는 것과 리스크 정보활용 추진체계를 

세우고 리스크 정보활용 확 추진을 한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임. 

 나. 처리사항

원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원 사업(건설  운 리) 반에 변화와 신이 

필요함.

신원  운 략에 따른 안  최우선 경 을 통한 세계 최우수 력회사를 세

우는 것임.

가동  원  리스크 정보활용 추진체계를 세우고 리스크 정보활용 확 추진을 

한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임.

 다. 처리 황

원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와 신에 응하도록 새로운 기술개발/도입하

여 안 성  경제성을 제고하려고 함.

한수원(주)은 미국선례와 같이 단계 으로 규제가 추진되었으며 하는 바램이며 

재 일반규제지침서 1권이 발간되어 베포된 상태임.

리스크정보활용 해 확률론  안 성평가(PSA), 출력운  리스크 감시시스

템(RIMS), 정지/ 출력 운  리스크 감시시스템(ORION), PSA 품질향상, 신

뢰도자료 DB 리, 안 평가 사내조직 운  등 기반조성을 수행하는 임.

 5. 국내 규제검사제도를 고려한 리스크 정보활용/성능기반 정기검사 

   개선

미국  국내 리스크 정보활용 규제이행 황은 1995년 8월 NRC는 규제 반에 

걸쳐 PRA를 이용한 개선이행하고 재는 모든 원 의 심사 기본요건에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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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  성능기반 규제방식을 용함.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리스크정보활용규제를 이행 에 있으며 규제검사, 인허

가변경, 기술기 수립  기술기반 구축 등 4개분야에 해 3년간 이행할 항목, 

이행내용  일정을 수립하고 1단계결과를 고려하여 2009년 이후 2단계 이행계

획을 수립 정임.  

미국 NRC는 리스크정보활용 규제검사 개선 황은 1980년 반에서 1990년 

반까지 리스크 기반검사지침을 개발하고 시범 용을 수행함.

1995년 PRA 이행계획수립이후 ROP 체제를 개발하여 2000년부터 이행 임. 

미국의 ROP 수행체제는 성능지표(PI) 로그램이 우선이고 검사 로그램(IP)으

로 보완하는 체제이고 7분야의 안 성능지표에 해 성능지표  검사 로그램

을 개발함.  

미국 ROP 수행체제 련하여 규제조치 이행체제는 분기별로 각 원 에 해 

성능지표  검사 로그램 수행결과를 평가해서 도출된 색깔의 개수  분포

에 따라 등 을 부여하고 각 등 별로 차등화된 규제조치  검사 로그램을 

시행함

  나. 요구사항

 국내규제검사제도에 부합되도록 원 별 안 성능 등 을 결정하고 안 성능등

에 따라 원 별로 투입인력  검사 로그램을 차등화 함.

  다. 처리 황

기존정기검사체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함.

각 원 에 해서는 RIPI 로그램을 시행하고 원 별로는 GPI 로그램을 시

행하여 원 별로 검내용, 검사항목  투입인력을 달리하는 차등검사 수행 

국내규제검사 로그램 개선방향은 결정론 , 균일배분의 기존방식에서 결정론

+리스크정보활용/성능기반, 차등배분의 개선된 방식임.

국내 규제검사 로그램의 개선방향은 3단계 추진방안으로써 성능실 , 기존 

정기검사, 리스크 기반검사의 1단계, 리스크 정보활용정기검사의 2단계  종합

안 성능평가(ISPA)를 용한 차동 정기검사의 3단계임. 

 6. 울진1, 2호기 사고 리 략 

  가.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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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9월 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 안 성명 발표

사고 정책(2001.8 제17차 원자력안 원회)의결  사고 정책이행계획

일환으로 지침서 개발

발 소 사고 처 설계특성 검토 련하여 사업자 설계요건은 URD, KURD

이고 검토항목은 안 계통 사고완화 성능, 사고시 격납건물 성능  배기

능력, 수소제어능력 등.

사고잠재성  완화성능 련하여 노심열출력의 열제거하고 지르칼로이량은 수

소농도  열을 제거함

울진1, 2호기 사고 리지침서 략선정  개발 련하여 략별 세부사항평가

하고 사고 처 설계특성을 검토하고 사고 처 능력을 평가함. 

  나. 요구사항

정부의 사고 련 규제정책 조건 이행함.

원 안  운 의 핵심기술축   향후 규제기 의 인허가 요건 수할 수 있

는 기술을 확보함.

FRAMATONE 원 에 한 사고 처 에서 설계특성을 악하여 략

을 수립하고 울진1, 2호기 사고 리 책을 확보함. 

  다. 처리 황

사고 리지침서  세부기술문서 작성

선행  참조원  사고 리지침서 략조사

   - 국내선행 사고지침서 개발원 과 비교

PSA 1단계  2단계를 검토하여 사고 환경분석

   - 발 소 원공  련 기사건에 상 으로 취약한 설계임을 확인

   - 격납건물 손상빈도(내부사건): 4.15E-6/년

   - 조건부 격납건물 손상확률(CCFP): 0.514.

주요사고경  분석

   - 발 소 손상상태(PDS)를 기 으로 빈도가 높은 5가지 사고 경  선정

   - 사고경 기여도 비교

   - 사고경 별 주 사건발생시각 분석 

   - 사고환경단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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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내환경에 합한 RIR 응방안

  가 추진배경

확률론  안 성평가(PSA) 추진은 가동원 (20개호기)에 한 2단계 PSA 수

행을 완료하고 부분 인 리스크 정보활용 추진을 해 원 별 재평가를 수행

함.

출력리스크감시시스템(RIMS) 추진은 '07년 4월 재 16개 가동원 에 해 

개발완료하고 ’07년 12월까지 원  완료 정함.

정지 출력 운  리스크감시시스템(ORION) 추진은 노형별 표원  선정, 

시스템  방법론 개발 이고 '07년 9월 완료 정이고 기술개발 완료후  원

 확 용 정임.

리스크정보활용(RIR)인허가 추진은 고리3, 4/ 1, 2 RPS/ESFAS STI연장, 

1, 2호기 터빈과속보호계통 밸  STI연장  고리1, 2호기 터빈과속보호계통 

밸  STI연장, 1-4호기 ILRT 시험주기연장, 고리3-4호기 ILRT 시험주기

연장, 울진1, 2호기 ILRT 시험주기연장에 하여 인허가 취득 완료함.

울진3, 4호기 RPS/ESFAS STI연장, 울진3, 4호기 필수 원 인버터 AOT연장, 

월성1-4호기 비/비상 DG STI연장, 5-6호기 축 지 STI연장  울진4호

기 배  가동 검사 최 화는 심사진행 임 

 나. 요구사항

원 별 PSA 수행으로 재평가에 막 한 비용이 수반되고 PSR 수행시 PSA 연

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명확한 방법론이 부재인 안에 한 해결방안제시하기 

바람.

MR/RIR시행보다 RIMS개발이 선행되어 활용기회가 제한되고 MR 용 까지 

RIMS의 효율  활용기 가 곤란한 안에 한 해결방안제시하기 바람.

LPSD PSA 방법론  데이터에 내재된 불확실성이 크고 LPSD PSA 수행시 

개발 인 ORION 평가체계 변경이 불가피한 안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내진평가의 불확실성/보수성이 크고 CDF값의 신뢰성이 낮고 미국과 달리 

SMA 방식에 한 국내 규제기 의 선호도가 낮은 안에 한 해결방안을 제

시하기 바람.

  다. 처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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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3, 4/ 1, 2호기 RPS/ESFAS STI 연장 인허가 취득  울진3, 4호기 가

동 검사 부 선정 최 화 방법론 TR신청

울진3, 4호기 RPS/ESFAS STI연장 인허가 신청심사   고리3, 4호기 ECCS

계통 AOT요건완화 과제수행  

 8. APR 400 IRWS 에서의 DDT 정기  

  가. 추진배경

APR 400 IRWS 내의 수소거동 련하여 IRWS 내에는 4개의 APR, 2개의 

화기가 있으며 SBO 사고에 한 분석결과는 DDT 발생가능하며 L/7λ>1이면 

DDT가 가능하다는 기 을 용함. 

7λ DDT 정기 은 IRWST 내부조건에서 용가능성 문제에 해서는 λ상

식은 원자력분야 만이 아닌 가용한 모든 수소연소 실험으로부터 유도되기 때문

에 상 식의 용성이 검토되어야 함.

공개된 수소연소 실험자료와 L/7λ 정기 의 유도과정에서 IRWST 내부에의 

용가능성 평가가 필요 함.

DDT 정기 은 L<7λ 이면 DDT가 가능하지 않고 L>7λ 이면 DDT가 가능

함.

BNL의 HTCF 실험자료와 비교한 결과 λ는 5배 이상의 오차가 나타났음. 실험

자료에서 λ는 최소한 50cm 이상이어야 하나 상 식으로부터는 12.3cm 이 음.

기존의 DDT 정기 은 L/7λ>1 이기 때문에 IRWST 기조건과 근사한 실험

만을 사용할 경우 기 이 되기 어려움. 

  나. 요구사항

증기가 포함된 실험으로부터 구한 λ 상 식, 특성길이 설정방법론, DDT 정기

  3D 분석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

  다. 처리 황

APR 1400 IRWS 내 기조건에 7λ 정기 의 용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실험자료를 평가 함.

제2  구조분야 PSR/지하수 모니터링 

 1. PSR 련 주요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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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추진 황

가동원 기기 내진검증 련하여 미국 NRC는 1980년 12월 IEEE 344-1975 미

용 가동  원 에 하여 USI A-46을 발행하 고 국내에서는 고리3, 4호기

부터 IEEE 344-1975를 용하여 내진검증을 수행하 음.

가동원 기기 내진검증 안  규제방향은 GIP 3A 방법에 의한 고리 1, 2호

기  월성 1호기에 한 기기 내진 안 성 재검증을 수행하고 후속조치를 취

하도록 함.

구조물 경년열화 안  규제방향은 구조물에 한 경년열화 평가신뢰도를 제

고하고 격납용기, 사용후 연료 장조에 한 경년열화를 평가하고 배 지지부 

콘크리트 앵커시스템을 평가하도록 함.

통부/개구부 폐재 안은 폐재 련 DB 구축, 열화 상태 검, 성능검증, 

유지 리 방안 등을 반 한 이행 계획을 제시하도록 함. 

  나. 요구사항

한수원(주)는 GIP 3A 방법에 의한 고리 1, 2호기  월성 1호기에 한 기기 

내진 합성을 수행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함.

한수원(주)은 구조물에 한 경년열화 평가신뢰도를 제고하고 격납용기, 사용후 

연료 장조에 한 경년열화를 평가하고 배 지지부 콘크리트 앵커시스템을 

평가하도록 함.

한수원(주)은 통부/개구부 폐재 안은 폐재 련 DB 구축, 열화 상태

검, 성능검증, 유지 리 방안 등을 반 한 이행 계획을 제시하도록 함. 

  다. 처리 황

PSR 후속조치로 한수원(주)이 진행하고 있으며 재 종료 된 것은 없음.

 2. 지하수 모니터링 규제

  가. 추진배경

지하수 모니터링 련 규제기 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 4 ②항2호에 의거 

방사선 환경 향에 하여 최신 기술수 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3 ④항 2호에 의거 발 용 원자로 운 자는 운 허가 이후 방사선환

경 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최신 기술수 에 만족되어야 함.

원 부지의 지하수 안은 국내원 은 해안에 치하고 원  부지 내 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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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측공이 미설치되어 있고 해수침투에 한 공간  분포특성 악이 어렵

다는 것이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지하수 안은 해안가에 치하여 리

가 발달한 것과 지하수를 통한 방사성핵종 출시 이동특성  주민 근 지역

에 한 정보가 필요한 것과 지하수 침투에 의한 처분 동굴의 안 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것임. 

향후계획은 원 부지 내 지하수 , 수압  해수침투 감시 측자료를 요구하

는 것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지하수 , 수압, 유속  해수침투 감시 

측자료의 요구와 핵종거동에 한 모니터링 측자료를 요구하는 것임.  

 

  나. 요구사항

원 부지 지하수 안 련하여 장기 지하수  측자료를 축 하는 것과 원

건설이후 지하수 특성 악을 하는 것과 지하에 매설된 콘크리트의 열화 상에 

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지하수 안 련하여 해수침투의 공간  분포 악

하는 것과 지하수를 통하여 핵종 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과 수감시  

배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임.

  다. 처리 황

고리원 부지 지하수 안은 재 심사 에 있으며 2007년 7월 에 시추공공사

를 착수하려하며 해수침투를 한 시추공의 배치를 계획하고 있음.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지하수 안은 재 심사 이고 시추공을 추가로 설

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핵종 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과 수감시  

배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해 계속 질의 답변서로 보완하여 추진하려고 함.

원 부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지하수 안 련

  - 고리원 부지 지하수 안은 재 심사 에 있으며 2007년 7월 에 시추공    

    공사를 착수하려하며 해수침투를 한 시추공의 배치를 계획하고 있음.

  -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지하수 안은 재 심사 이고 시추공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계속 으로 질의 답변서로 보완하여 추진       

    하려고 함.

제3  주요기기 경년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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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자로용기 건 성 평가

  가. 추진배경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감시시험결과 조사취화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재까지 고리1호기 제외한 국내원 은 조사취화로 인한 문제없음.

KINS는 고리1호기에 해 설계수명말기(24EFPY)까지 운 을 허용함(2004.9).

   - 계속운 기간(32EFPY)에 한 USE재평가 결과의 상세검토는 진행 임.

한수원(주)는 P-T 곡선운 여유도 향상을 해 ASME Code N-588 용함

(2002.10)

KINS는 해당 P-T 곡선의 용을 허용함(2004.9).

  나. 요구사항

KINS는 고리3호기, 2호기 원자로 헤드 통  PWSCC 검사를 권고함

(2001).

KINS는 고리3호기, 2호기 원자로 헤드 통부 검사계획을 요구함(2002).

  다. 처리 황

한수원(주)는 가동원 에 한 PWSCC 육안검사  UT검사를 수행함.

   - KINS의 최종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리1호기는 매주기마다 검사하고   

     기타 원 은 3주기마다 검사를 수행함.

   - 고리1호기 원자로 보온재 제거불가로 PT 수행함.

   - 한수원(주)는 기타 원 에 해 설계변경 통해 Bare Metal VT를 수행함.

한수원(주)는 고리1호기 원자로 헤드교체 계획 정함(2011).

 2. 기계해석분야 심사

가. 추진배경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조사취화배경은 가동년수의 증가로 인해 원자로용

기는 성자에 의해 조사취화되어 규제입장은 고리1호기 계속운 을 해서는 

원자로용기 가압열충격(PTS)에 한 안 여유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지지   방진기 검사방안의 배경은 LTP개정에 따른 검사 상  검사물량변

경에 있으며 이에 한 규제입장은 LTP개정시 지지   방진기 검사범 , 검

사방안의 성을 확인하는 것과 고리1호기 내진검증결과를 반 한 방진기 최

화를 수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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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피로평가 배경은 설계요건: ASME Code Sec. III:CUF<1.0을 만족함에 있

으며 이에 한 규제입장은 가압기 림 은 열성층 향 등으로 피로 계수

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피로해석을 수행하는 것임.

Alloy 600 PWSCC 리방안의 배경은 미국 Davis-Besse 원자로상부 헤드손상, 

Wolf Creek 가압기손상, 만만산 2호기 가압기 손상 등을 포함하여 원 의 이

종 속용 부에 한 건 성이 안으로 제기되어 감시방안과 완화방안에 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이다. 이에 한 규제입장은 이종 속용 부 DB, PWSCC

민감도 평가 결과를 제시 하는 것임.

  나. 요구사항

고리1호기 계속운 을 해서는 원자로용기 가압열충격(PTS)에 한 안 여유

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LTP개정시 지지   방진기 검사범 , 검사방안의 성 확인하는 것과 고

리1호기 내진검증결과를 반 한 방진기 최 화를 수행해야 함.

가압기 림 은 열성층 향 등으로 피로 계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므로 피로해석을 수행해야 함.

Alloy 600 PWSCC 리방안 련하여 이종 속용 부 DB, PWSCC민감도 평

가 결과를 제시해야 함.

  다. 처리 황

원자로용기 가압열충격(PTS)에 한 안 여유도 확인에 한 검토가 완료됨.

LTP개정시 지지   방진기 검사범 , 검사방안의 성 확인은 코드여건에 

따른 만족여부를 결정해야 함.

Alloy 600 PWSCC 리방안을 한 이종 속용 부 DB, PWSCC민감도 평가 

는 재 진행  임.

 3. 가동원  주요기기 속피로

  가. 추진배경

가동원  속피로의 평가배경은 설계요건은 ASME Code Sec.III:CUF<1.0이 

되어야 하고 가동원  주요기기 한 환경피로를 평가하고 계속운  원  주요

기기에 한 환경피로를 평가함에 있음.  

속피로 평가의 허용기 은 TLAA 방법론-1로부터 TLAA 결과가 계속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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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유효함을 입증해야 하고 TLAA 방법론-2로부터 TLAA 가 계속운 기

간 종료시 까지 평가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TLAA 방법론-3로부터 의도된 

기능에 한 경년열화의 향이 계속운  기간동안 히 리 될 것임을 입

증해야 함. 

열피로  환경피로에 한 규제입장은 운 경험을 통해 가압기 림 은 열성

층 향이 큰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구조  피로해석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속

운  신청원 은 원자로 냉각재 환경이 NUREG/CR-6260에 포함된 기기의 피

로수명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TLAA 방법론-3에 따라 열피로  환경피로

의 향이 계속운  기간동안 히 리 될 것임을 입증하여야 함.

TLAA 방법론-3에 한 규제입장은 상세피로를 해석하여 CUF<1.0 임을 임증

해야 하고 가압기 림 의 경우 열성층 향을 고려한 구조해석, 피로감시시

스템 구축  신뢰도 입증이 필요함.

  나. 요구사항

가압기 림 은 열성층 향이 큰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구조  피로해석을 

수행하여야하고 계속운  신청원 은 원자로 냉각재 환경이 NUREG/CR-6260

에 포함된 기기의 피로수명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TLAA 방법론-3에 따라 

열피로  환경피로의 향이 계속운  기간동안 히 리 될 것임을 입증

하여야 함.

TLAA 방법론-3에 의하여 상세피로를 해석하여 CUF<1.0 임을 임증해야 하고 

가압기 림 의 경우 열성층 향을 고려한 구조해석, 피로감시시스템 구축 

 신뢰도 입증이 필요함.

다. 처리 황

한수원(주)가 속피로 해석에 한 것을 KOPEC에 용역을 주어 피로해석의 

재평가를 완료하여 KINS에 그 결과를 제출하 고 계속운  원자로 환경 향 

평가기간은 2～3년으로 .

가동원  주요기기 속피로 안 련하여

  - 한수원(주) 속피로 해석에 한 것을 KOPEC에 용역을 주어 피로해석의 재  

    평가를 완료하여 KINS에 그 결과를 제출하 고 계속운  원자로 환경 향 평  

    가기간은 2～3년으로 보고 있고 KINS는 HW쪽으로 검사를 강화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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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리1호기 주요기기 경년열화 리

  가. 추진배경

원자로 압력용기 조사취화심사의 인성 평가에 하여 RG1.161에 따라 평가받

아 KINS 검토승인을 받았고 PT제한곡선은 ASME Code Case -641을 용하

여 KINS의 검토승인을 받았으며 PTS는 KINS의 심사 임.

공기조화계통 리 심사에 의해 고리1호기 공조계통 설비개선  보강 수행 이

고 계속운 을 해 고리1호기 공기조화계통 AMP를 추가수립 하 고 교체  

개선된 설비에 해 ASME AG-1  ANSI N510에 따라 사용  검사수행 정

임. 

지지   방진기 리심사에 따라 4주기 LTP 작성시 지지  검사범  재확인 

 가동 검사 수행 정이고 방진기 사용수명 감시 로그램 수립 정임.

속피로평가 리 심사에 따라 가압기 림  열성층 재평가 필요성의 검토

이고 고리1호기는 40년간 계속운  심사 이므로 환경피로 평가는 추후 수행

정임. 

Alloy 600 PWSCC 리 심사에 따라 이종 속용 부 DB, PWSCC 민감도 평

가결과를 KINS에 제출하고 강화 ISI 방안  검결과를 KINS에 승인요청하

려고 하고 있으며 이종 속용 붕 한 PWSCC 완화 책 수립을 KINS에 승

인요청할 정이고 붕산부식 로그램에서 이종 속용 부 보온재 제거후 육안

검사 수행계획이고 원자로헤드교체이 의 건 성 확인을 해 내부 체 검사 

 육안검사를 수행할 계획임. 

  나. 요구사항

고리1호기 주요기기(원자로압력용기, 공기조화계통, 지지   방진기, 속피로

평가, Alloy 600) 경년열화 리 안

  다. 처리 황

원자로 압력용기 조사취화심사의 인성 평가에 하여 RG1.161에 따라 평가받

아 KINS 검토승인을 받았고 PT제한곡선은 ASME Code Case-641을 용하여 

KINS의 검토승인을 받았으며 PTS는 KINS의 심사 임.

Alloy 600 PWSCC 리 심사에 따라 이종 속용 부 DB, PWSCC 민감도 평

가결과를 KINS에 제출하고 강화 ISI 방안  검결과를 KINS에 승인요청하

려고 하고 있으며 이종 속용 부에 한 PWSCC 완화 책 수립을 KI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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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할 정임.

 5. 기술자립형 사고해석 규제검증체계

  가. 추진배경

국내사고해석 규제검증체계는 미국 NRC RELAP5 코드를 심으로 구축되었

음.

재 개발된 MARS 코드는 RELAP5 코드를 원형으로 개발하여 원천기술확보

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규제검증목 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기존 사고

해석 규제검증기술에 목이 가능하고, 국내기술만으로 코드개선과 성능확장이 

가능함.

따라서 효율성과 규제기술자립 측면에서 독자 인 사고해석 규제검증체계 구축

이 필요하게 됨.

규제검증체계는 기술종속형, 기술자립형  미래지향  체계가 있으며 기술종

속형은 미국 NRC RELAP5 코드체계를 따르며, 기술자립형은 MARS 코드체계

를 따르고 미래지향  체계는 안 연구, 규제연구  규제활용 차를 따름.

나. 요구사항

사용자가 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User Interface를 확보해야 함.

산학연의 독립 인 평가를 추진함.

국제기구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외국기 과의 공동연구 수행함.

MARS 코드 사용자교육을 수행하고 규정검증코드 α, α-1, β, β-1버 개발 

  다. 처리 황

품질 리 지침서 작성을 한 각 단계별 보고서 생산.

KAERI 품질 리 문서개발하고 MARS 규제검증용 버 개발 이고 GUI 를 개

발 임.

재 각 사고별 PIRT(안) 완료후 Consolidation 작업 수행 임.

제4  속재료 건 성  증기발생기

 1. CANDU 피더배 의 FAC에 의한 방 규제

  가.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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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피더배  감시 문제 은 검사원의 피폭량증가  UT장비의 낮은 정확도, 

감육율 측  수명평가에 한 연구 주임.

Surry Unit2배  감육손상사고 원인은 FAC임. 감시방법은 CFD계산검증을 사

용하여 기하학  형상이 복잡한 내유동에 한 CFX코드계산 방법의 타당성

을 입증함.

Surry Unit2 배 감육 손상사고 결과와 CFD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두께가 가장 

얇은 지 인 곡 부 intrados 부 에서 열이 시작되었으며 이 지 은 해석에 

의해 측된 취약부 와 일치하 고 CFX코드를 이용한 CFD 계산방법의 타당

성을 검증함. 

난류모델평가를 하여 k-ε 모델을 사용하고 CFD해석을 한 모델은 공칭직경 

2.5”의 1, 2차 곡 부가 2차원 평면상에 놓이는 단순화한 피더배  모델로 하여 

1, 2차 곡 부 굽힘각도, 길이, 각도에 따른 시스템 모델링  주요변수, 

Pressure Drop  최 단응력, 최 단응력의 치에 해 각각 조사함(그

림 3.4.1～10). 

결론 으로 국내 피더배  감시는 bending  작업으로 두께가 가장 얇아진 곡

부 extrados 앙부  주로 두께가 측정되고 CFD 해석은 곡 부 intrados 시

작지 에서 직 과 곡 의 경계부  근방에서 측됨에 따라 측된 취약지

과 재 선정되어 있는 두께 측정지 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함.

  나. 요구사항

해석결과에 의해 측된 곡 부 intrados 시작지  직 과 곡 의 경계부  근

방에서도 두께측정하기를 요구함.

해석결과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FAC에 의한 피더배  감육취약 지 을 선정

하여 집 으로 감시하기를 요구함.

  다. 처리 황

한수원(주)은 고리 1호기 피더배  곡 부 intrados 시작지  직 과 곡 의 경

계부  근방에서 두께측정을 수행함(‘06.11).



- 24 -

      

               그림 3.4.1.  1, 2차 곡 부 굽힘각도에 따른 압력강하.  

        

                그림 3.4.2.  1, 2차 곡 부 굽힘각도에 따른 최 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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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3.  2차 직 부 길이에 따른 압력강하.  

        

                 그림 3.4.4.  2차 직 부 길이에 따른 최 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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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5.  1차 직 부 길이에 따른 압력강하.  

     

                      그림 3.4.6.  1차 직 부 길이에 따른 최 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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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7.  1, 2차 곡 부 각도에 따른 압력강하.  

      

                  그림 3.4.8.  1, 2차 곡 부 각도에 따른 최 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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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9.  1차 직 부 길이에 따른 압력강하.  

      

                   그림 3.4.10.  1차 직 부 길이에 따른 최 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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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기발생기 검사 규제

  가. 추진배경

2007년 1월 4호기 S/G #2 고온 측에서 Alloy 600MA 세 마개 설사

고가 확인되어 5개 마개 제거하고 용 식 재 막음을 수행함(그림 3.4.11).

2006년 8월 이후 고리4호기에서 W-F형 증기발생기의 지지  막힘 상이 발

생하여 S/G B의 수 변동 상이 발생하여 원자로 출력감발로 지지  유로

막힘 리방안을 수립함(그림 3.4.12).

2006년 2월 랑스 Cruas 4의 S/G #2(Framatome 51B형)에서 1개 세 에 피로

결함이 발생하 는데 원인은 설계특성으로 인한 피로균열이었으며 국내 해당 

원 의 리방안을 수립함(그림 3.4.13).

증기발생기 세 검사 규제 망은 증기발생기 통합 리 로그램의 2008년도 개

정을 하여 TR승인시 제시되었던 보완사항과 안 성 증진사항에 한 조치결

과가 제출되어야 함.  

증기발생기 열화 상 안에 해 능동  처를 유도하여 안 성을 배가할 것

임. 

  나. 요구사항

Alloy 600MA 세 마개 설사고의 원인은 마개의 균열이었으며 국내 원  

 호기에 해 마개 육안 검 수행  필요시 마개 교체 하도록 함.

F형 증기발생기의 지지  막힘을 진단하여 역수  1%이상은 유로막힘 

40-50% 정도이므로 유로막힘이 60%를 과하지 않도록 리토록 함.

FROG SGTC Joint Program으로 울진2호기 S/G운 변수 등을 분석한 결과 

Cruas 원 과 마찬가지로 지지  유로막힘 상이 발생함에 따라 S/G 세

앙부 58개 세 의 방정비를 권고함.

  다. 처리 황

한수원(주)가 속피로 해석에 한 것을 KOPEC에 용역을 주어 피로해석의 

재평가를 완료하여 KINS에 그 결과를 제출하 고 계속운  원자로 환경 향 

평가기간은 2～3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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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1. 증기발생기 세 에 설치된 용 식 마개형상.  

     

                  그림 3.4.12. 국내모델 F 증기발생기 역수  상승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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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13. 랑스 Cruas 1, 2, 4호기 증기발생기 세 들의 손상 치.  

 

 3. 증기발생기 세 검사 개선방안

  가. 추진배경

2002년 4월 5일에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열  손상이 발생하여 2002년 8월 

17일에 과기부 행정조치“증기발생기 세 검사 이행지침”이 통보되고 2005년 7

월 18일 과기부 SGMP 통합지침서 승인이 통보됨(표 3.4.1).

3-6, 울진3-4호기 Alloy 600MA 고온  TTS 원주균열, 축균열  지지구

조물마모는 활성열화 기구를 나타냄.

Bobbin 탐 자의 매주기 장검사에 의한  3-4호기 지지구조물 마모는 활

성열화기구를 나타내고 Plus Point 탐 자에 의한  3-4호기 고온  TTS 

+5, -3인치 원주균열과 축균열은 활성열화기구를 나타내고 온  TTS±3인치 

검사수행 함.

고리2-4, 1-2호기 Alloy 600TT(Model F) 고온  TTS균열검사는 고리2호

기 1차 이후 균열탐지사례가 없으며 2호기 OD 원주균열 4개 13차 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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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OD 축균열1개 14차 탐지는 활성열화기구를 나타내었고 온  TTS

균열검사는 균열탐지사례가 없었음.

울진1-2호기 Alloy 600TT(Model 51B)고온  TTS 축균열 20% 견본검사수행

하고 온  TTS 축균열 20%견본검사를 수행하여 열 에서 균열 탐지함.

고리1, 울진5-6호기 Alloy 690TT 부식열화보고는 세계 으로 없고 지지구조

물 마모는 활성열화기구가 아님. 

검사표 차서의 원 별, 주기별 검사 로그램은 DA문서에서 제시해야 함.

  나. 요구사항

PSI, 1
ST
 ISI, 후속ISI 검사범   주기설정기 과 차를 제시해야 함.

주기 인 견본검사후 확장검사를 수행해야 함.

열 재질, 열화상태, 운 연수를 고려한 원 별 차별화를 하도록 해야 함.

임계 역, 완충 역개념을 용해야 함. 

열 , 정비(plug & sleeve), 2차측 검사요건을 제시해야 함. 

  다. 처리 황

2005년 7월 18일 과기부 SGMP 통합지침서 승인을 받음.

2005년 8월부터 4호기부터 SGMP 검사를 4개호기에 용하고 있음.

2006년 1월부터 국내가동원  호기에 SGMP 검사를 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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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1. 과기부고시와 SGMP요건, 검사방안비교표(Alloy 690TT)

 4. 원 재료 규제

  가. 추진배경

원 의 가동년수증가와 더불어 기기 재료의 열화손상 증 함. 즉 RVHP균열/

설(I-600), RVHP J-Groove Weld균열/ 설(I-82/I-182), RCS DMW균열/ 설

(I-82/I-182), RVH상부헤드 붕산부식(LAS), 2차계통배 감육/ 설(CS)

스테인리스강 심검사 안은 용 입열에 의한 용  열 향부 민화 상 래

이고 규제방향은 용 입열에 의한 입계부식과 응력부식균열 발생을 방지함.

슈퍼스테인리스강 심검사 안은 복수기세  모재 공식 항성과 세 /  

용 부 공식 항성이며 규제방향은   용 부 시험을 통한 공식 항

성을 확인하고 모재수 의 공식 항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조치 함.

인코넬합  심검사 안은 증기발생기 세 (I-600MA)응력부식균열의 지속  

발생이고 규제방향은 부식  균열 항성이 우수한 I-690합 을 사용함.

인코넬합  이종 속용  심검사 안은 국내 부분의 이종 속 용 부는 

I-82/I-182 인코넬로 합 하는 실정이고 이에 한 규제방향은 부식  균열

항성이 우수한 I-690합 을 사용할 것을 권고함.

탄소강 심검사 안은 국내원  탄소강배 의 침부식 감육 상이 찰되었고 

외국 미하마원 에서도 탄소강 배  감육 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한 

규제방향은 침부식 항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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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구사항

스테인리스강 용 입열에 의한 입계부식과 응력부식균열 발생을 방지함.

슈퍼스테인리스강   용 부 시험을 통하여 공식 항성을 확인함.

인코넬합  증기발생기 세 (I-600MA)을 부식  균열 항성이 우수한 I-690

합 을 사용함.

인코넬합  이종 속용 시 부식  균열 항성이 우수한 I-690합 을 사용할 

것을 권고함.

국내원  탄소강배 을 침부식 항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함.  

다. 처리 황 

외국 원 정지 사고에서 원 재료결함의 원인을 밝히고 부식과 균열에 항성

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할 계획 수립 이며 그동안 검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제5  인간공학  디지털 I & C

 1. 디지털계측제어계통 PLC 설계의 규제

  가. 추진배경

그룹간 격리  모듈간 격리는 30 간 600VAC와 250VDC의 압인가시 격리

성능 유지해야 하고 디지텔 I/O, 릴 이 출력, 아날로그 입력의 경우는 다른 모

듈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아날로그 출력의 경우는 다른 모듈의 0.05%

이하의 변화 는 다른 모듈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Surge 항성은 PLC 랫폼이 IEEE C62.41에 따라 3kV, 0.33kA peak를 가지

는 0.5 us-100kHz ring wave와 3kV, 2kA peak를 가지는 1.2/50us-8/20us 

combination wave 신호에 한 항성 가져야 하고 서지신호에 한 항성을 

가져야 함.

EMI/RFI에 하여 ERPI TR-102323 R2에서는 EMI/RFI를 해10kHz-10GHz 

는 30MHz-10GHz 범 에서 10V/m를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기 을 만족해야 

하고 원 의 운 환경변화에 따른 EMI/RFI의 주 수에 한 사항을 차 실

화할 정임.

ESD의 경우 IEC 61000-4-2에 따라 식 방 인 경우 ±8kV, 공기방 인 경

우 ±15kV 되어야 함.

FPGA/CPLD 검증인 경우 설계단계 산출물에 의한 H/W 설계 합성을 검토하

고 FPGA/CPLD 상 요한 사항에 하여 보드수 의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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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설계단계 산출물에 의한 FPGA/CPLD 기능 합성 검토  보드수 의 

입출력 신호분석과 기능 건 성 검증을 수행해야 함. 

 나. 요구사항

그룹간 격리  모듈간 격리는 30 간 600VAC와 250VDC의 압인가시 격리

성능 유지해야 하고 디지텔 I/O, 릴 이 출력, 아날로그 입력의 경우는 다른 모

듈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아날로그 출력의 경우는 다른 모듈의 0.05%

이하의 변화 는 다른 모듈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울진 3-4, 5-6호기 제어계통의 고장이 CPLD 설계오류인 에서 규제를 강화하

여 FPGA/CPLD 설계단계 산출물에 의한 H/W 설계 합성  기능 합성을 

검토해야 함.

  다. 처리 황

2006년 10월에 PLC 반(H/W, S/W)의 Topical Report를 제출하여 인허가 신

청한 것에 하여 2007년 6월말에 1차질의가 나올 정임.

재 KINS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PLC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음.

 2. 디지털계측제어계통 사이버보안에 한 규제

  가. 추진배경

9건의 Public 의견, 침투시험 내용, 에 한 내용을 근간으로 KINS 규제지

침(안)을 수립함.  

규제지침의 내용은 사이버보안 정책과 계획의 수립, 사이버보안의 용범 , 사

이버보안 험도 평가의 수행, 사이버보안 수 의 정의  사이버보안 활동의 

이행임.

사이버보안 정책과 계획의 수립요건은 사이버보안의 목 과 상  요건을 명

시하고 기술   리  사항을 명시하고 사이버보안 정책에 부합해야 함.

용범 는 사이버 보안의 목 에 부합해야하고, 사이버보안 험도 평가는 사

이버보안 활동의 기술   리  근거로 활용하고 상 시스템의 특성을 분

석하고 사이버보안 험도 평가의 목 으로 수행해야 함.

사이버보안 수 의 결정은 향성 수 과 가능성 수 의 조합으로 A(가장 높은 

수  사이버보안활동), B, C, D(가장 낮은 수  사이버보안활동) 결정됨.

사이버보안 활동의 이행은 기술   리  활동을 수행하고 상세 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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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이행해야 함.

KINS규제방향은 상반기 에 최종 규제지침을 확정하여 신고리 3, 4호기포함하

여 가동  설계에 한 심사를 수행하고 가동  원 에 한 심사를 수행하여 

가동원 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분석할 정임. 

 나. 요구사항

상반기 에 최종 규제지침을 확정하여 신고리 3, 4호기포함하여 가동  설계에 

한 심사를 수행할 것임. 

가동  원 에 한 심사를 수행하여 가동원 의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분석하

고 을 제거하기 한 응수단을 수립해야 함. 

 다. 처리 황

KINS 규제지침(안)을 수용하여 PLC 기능을 추가하고 SW도 추가하여 

Password을 설정하여 사이버보안의 요소를 제거하기 한 기술 , 리  

응수단을 수립하는 임.

사이버 보안 규제지침을 용하여 신고리3-4호기 검사허가 합성을 분석하려

고 함. 

제6  품질보증분야

 1. 원자로시설 주요기기ㆍ부품생산 품질보증검사 지침개정

 가. 추진배경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제1항과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08호“기타 

원자로의 안 에 계되는 시설에 한 규정”에 의거함.

검사지침서에 보조 수계통, 력계통, 터빈/발 기를 검사 상에 추가함.

개정된 검사 상품목에서 주기기는 변경사항 없고 배 은 주증기/주 수 고에

지배   보조 수계통배 이 추가됨.

펌 는 원자로 보충수펌 와 붕산 보충수펌 는 삭제되었고 격납건물살수펌 , 

기기냉각수펌 , 기기냉각해수펌   보조 수펌 가 추가됨.

밸 는 주증기  주 수 계통 안 등 밸 가 추가되고 탱크는 변경사항 없

음.

열교환기는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가 추가되고 기설비에서는 터빈/발 기, 주

변압기, 축 지, 인버터, 비상디젤발 기  이블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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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 분야는 사업 리  검사, NSSS 주계약자  NSSS/BOP 주요기기 

완성품 공 자 임(표 3.6.1).

검사 상업체는 한수원(주)창원주재원실, 두산 공업(주), 한기(주)원자력설계

개발단, PK 밸 (주), 일신밸 (주), 효성 에바라(주), Westinghouse(USA), 

Crosby(USA), Target Rock(USA), Flowserve(USA), KSB(Germany), Union 

Pump(USA), Weir Pump(UK), Alpha Laval(Sweden), 성일SIM, 신신기계, 

공업, 두산엔진, 효성(주), LS 선  세방 지 임(표 3.6.2).

 나. 요구사항

사업자 검사조직의 계약자 리 합성을 확인하고 추가된 기기 해외공 업체 

검사를 강화함.

제작자의 품질검사 합성을 확인하고 부 합사항 처리과정의 성을 검

사함.

신규 상업체에 하여 Full Scope Audit형식의 품질보증검사를 수행함.

 다. 처리 황

검사지침서에 보조 수계통, 력계통, 터빈/발 기를 검사 상에 추가함.

검사 상품목에서 배 은 2개 계통 추가하고 펌 는 2개 품목 삭제하고 4개 품

목 추가함.

밸 는 2개 계통 추가하고 열교환기는 1개 품목 추가하고 한 기설비가 추

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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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1. 품질보증 검사 상 

        

         표 3.6.2. 2007년도 품질보증 검사 상업체  검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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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2. 원자로시설 품질규제 효율화 방안

  가. 추진배경

원자력법의 규제 상 시설의 확 와 력계통  동력변환계통의 규제범 에 

추가함.

신고리1, 2호기, 신월성1, 2호기-OPR1000  신고리3, 4호기-APR1400의 신규

원 건설.

원 시설 노후화에 따른 효율  품질규제 필요와 다국간 설계평가 로그램을 

통한 제작단계 규제 상호 력추진.

원자로시설 품질규제 효율화 방안의 목표와 략은 합리  규제 서비스, 규제 

효율성 향상  규제요원 역량 극 화 임.

합리  규제 서비스 략은 사업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력강화이며 제작단계 

력산업기술수 을 용하고 참여를 확 하고 사업자 수요에 부응하는 규제요

건을 제정함.

규제 효율성 향상 략은 이행 심의 사업자 품질보증 로그램수립을 유도하고 

품질지표 심의 규제를 통한 규제 효율성을 향상하고 품질보증검사에 Reactive 

Inspection 개념을 도입하고 기기의 안 요도에 상응하는 제작단계품질을 규

제함.  

규제요원 역량 극 화 략은 규제경험 Feedback을 제도화하고 국제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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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역량을 배양함.  

 나. 요구사항

원자로시설 품질규제 효율화 향상을 하여 이행 심의 품질보증 로그램을 

수립하여 제출함

원자로 시설 부품성능검증에 하여 감시와 감독을 강화함.

CGI Dedication Program과 사  CAP을 조속히 시행함.

 다. 처리 황

사업자와 정보공유와 력강화를 하여 품질 의회를 행 연2회에서 연4회로 

갖음.

KEPIC에 근거한 성능검증업체 품질인증제도를 확립하여 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원  종사자 자격요건에 한 draft를 작성하여 과기부와 의 임.

연구용 원자로 품질보증 검사지침을 작성완료하 고 곧 공포할 정임. 

 3. 한수원 품질등 체계 변경 추진

  가. 추진배경

재 국내원  건설  원 운 에 Q,T,R,S 품질등 체계 용함(표 3.6.3).

국내 품질등 이 국제 으로 통용되지 않아 해외공 자의 정보부족과 등록기피

가 야기됨.

2차 계통 규제검사를 통하여 KINS와 원  품질등 개선에 한 공감 를 형성

함.

품질등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일 성이 부족하고 비안 성 품목(T/R등 )이 

무 많고 품질요건을 과다 용하는 이 있고 요품목 품질활동 집 이 곤

란하고 기자재 구매비용이 상승하는 문제 이 발생 함.

따라서 행 국내원  품질등 을 단순화하여 선별 으로 집 리 해야 함.

개선방안은  Q,T,R,S 4단계 품질등 체계를 Q, Augmeneted-Q, Non-Q 3 단

계로 개선함(표 3.6.4).

변경추진 이력은 2006년 1월에 품질등 변경 필요성에 하여 KINS와 공감

를 형성하 고 2006년 3월 9일에 한수원 등 변경 기본계획에 KINS 가 합의하

고 2006년 10월 31일에 표 형 원  등 변경(안)작성을 완료하 고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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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에 표 형 원  FSAR변경(안)작성을 완료하 고 2007년 2월 14일에 

한수원 품질등  체계변경을 과기부에 보고 하 음.

 나. 요구사항

국내 품질등 이 국제 으로 통용되도록 국내원  품질등 체계를 변경해야 

함.

가동원  동시 용을 비하여 발 소 차서  련 서류를 개정해야 함.

 다. 처리 황

비표 형 원 (월성1-4, 울진1-2) Component, Structure  System에 한  

FSAR 변경작업 진행

표 형 원  FSAR개정(안)  품질보증계획서 변경신고하고 제출함(07.5).

FSAR/QAM 변경신고하고 질의답변 진행(07.5-)

미국 원 벤치마킹 추진함(07.6).

     

                     표 3.6.3. 발 소별 등 용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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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표 3.6.4. 품질등 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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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2차계통

 1. 원  2차계통 기술기  개발

  가. 추진배경

1974년 1월9일에 상공부령 제412호로 최 로 제정고시된 2차계통기술기   

검사업무가 2005년에 원 2차 계통검사 업무는 과기부로 이 됨.

과학기술부에서는 2차 계통심사와 일부검사를 수행하고 산업자원부에서는 2차

계통 인ㆍ허가와 검사를 수행함.

법개정  기술기 개발과 심사  검사지침 보완  제정의 원 2차 계통 안

규제를 한 기술기  개발이 필요함.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원자로 계시설의 2차계통 법 근거마련을  

하여 과기부의 검사 일원화에 따른 법 인 제도를 정비함.

심ㆍ검사경험과 국내ㆍ외 고장과 정지사례 등을 반 하여 안 규제 업무를 수

행할 때 2차계통 심ㆍ검사업무에 용할 기술기 이 미흡함.

원 2차 계통의 안 규제 상  방법을 조사하여 국내의 발 설비 기술기

체제와 운 실태를 악함. 

해외원  2차 계통 안 규제 상과 방법을 조사하여 해외 기술기 을 조사하

고 분석함.

국내ㆍ외의 연구사례를 분석하고 국내ㆍ외 고장과 정지 사례를 분석하고 심ㆍ

검사 경험을 조사함.

한수원(주), 한 기 회, 설계사  제작사 등의 유 기 과 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기술기  개발 세부추진계획은 2007년 2월에 기술기  개발 기본과제를 수립하

고 동년 3월에 국내기술기  황을 조사하고 동년 4월에 기술동향을 조사하여 

2차계통 기술기 안을 작성하고 동년 6월과 8월에 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KEPIC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동년 9월에 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년 10월

에 기술기 (안)개발을 완료하고 동년 11월과 12월에 심사지침을 보완하고 사

용 검사 지침을 보완함. 

 나. 요구사항

원 2차 계통 검사업무의 과기부 이 에 따른 법 제도 정비.

원 2차 계통 안 리를 한 기술기  개발.

원 2차 계통 련분야 심사  검사지침을 보완하고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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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리 황

원 2차 계통의 안 규제 상과 방법을 조사하여 국내의 발 설비 기술기 체

제와 운 실태를 악함. 

해외원  2차 계통 안 규제 상과 방법을 조사하여 해외 기술기 을 조사하

고 분석함.

 2. 원 2차계통 시험 상 기기  정기 안

  가. 추진배경

목 은 원 2차계통 시험 상기기를 선정하고 정기 을 수립함에 있음.

검사 상  목록은 과기부 고시 2005-08호와 과기부 고시 2005-10호에 의하여 

보조계통에 한 검사항목은 발 소 용수계통과 공정보조계통이고 동력변환계

통의 검사항목은 주증기 계통, 터빈 발 기계통, 발 기 보조계통, 복수  수

계통  냉방수 계통 등임(표 3.7.1～2).

시험 상 회 기기의 선정기 은 검사항목에 있는 펌 , 팬, 냉방기 등의 시험

차서를 작성하고 주기시험을 실시하고 보조 수펌  등 가동 시험(IST)에 

따라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기기는 제외함(표 3.7.3).

정기 (안)의 시험방법은 후단 차압과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IST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압력을 측정하고 진동을 측정하고, 유량계와 압력계가 설

치되어 있지 않는 기기는 시험가능 한 변수만 측정함.

진동측정 시험방법은 VMS 값이 아닌 실측값을 기 값으로 설정하여 실측값을 

최 허용값으로 선정하여 운 하고, Standard Guide Line(GT-32)의 ‘2차계통 

펌 의 진동 경계값  제한값’을 용함. 

차압측정 시험방법은 펌 형태에 계없이 ±15% 용하고, 압력측정 시험방법

은 후단 압력을 측정할 수 없는 기기는 후단 압력을 측정하고 압력 경보치

를 정기 으로 용하고, 공 자 매뉴얼의 허용범 와 최 시험시 측정값의 

±10% 범  선택하고, 유량은 유량계가 있는 기기만 측정함.

불만족시 표 기행 시험-02(정기  주기시험 리)에 따른 후속조치 수행함.

문제 은 고유량 취출펌  등 운 하지 않는 기기들에 한 성능시험의 시행여

부와 호기별 특성상이에 따른 정기  수립의 어려움이 있음. 

 나 요구사항

고유량 취출펌  등 운 하지 않는 기기들에 한 성능시험의 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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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별 특성상이에 따른 정기  수립의 어려움

 다. 처리 황

검사 상항목에 한 성능시험 차서 작성함(～2007.5)

정기  확정(2007.4)  차서 반 함(2007.5～)

열교환기  련 밸  상기기 선정함(2007.5～)

  

                     표 3.7.1. 2차계통 검사 상시설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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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2. 2차계통 검사항목별 시험 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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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3. 2차계통 원 별 시험 상기기 차서

     

     

 3. 원  2차계통 규제방향

  가. 추진배경

1차 계통에 용하는 기 보다는 완화된 계통 성능 심의 검기 을 마련하여 

행 한수원의 검방법을 보강함.

2006년 2차 의에 따라 2차계통의 상기기선정, 검주기, 시험방법과 정기

을 정하여 2007년 1월 31일까지 차서 작성을 완료하고 2007년 4월 30일까

지  발 소에서 실시하도록 함.

2006년 심사의 주요결과는 고리1, 2호기 터빈과 속도보호계통 밸  동작시험주

기를 연장하고, 행 FSAR 운 방식 신에  1, 2호기 보조증기응축수를 

액체폐기물 계통 감시탱크 후단을 통해 해수로 방출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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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통의 주요펌 의 수력학 인 성능의 확인을 해서 유량  입ㆍ출구차

압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신월성 2차 계통의 주요펌 에 한 성능감시/측정설

비보완에 한 의견을 제시함.

의 지역 인 특성을 고려하여 1, 2호기 출력증강 련 해수온도증가에 

따른 설계 열 달용량을 평가함. 

2006년 국내원  주요검사결과(표 3.7.4)

   - 고리3호기 복수기 세 청소계통의 운   리방안을 강구하고(2006.12) 고  

     리4호기 2차계통 비안 성펌  주기 검 일부 미흡함(2006.3).

   - 1호기 복수탈염설비 운 원 운 차를 미숙지하고 검내용이 미흡하   

     고(2006.4) 한 3호기 1, 2차측 기기냉각수 온도 리가 부 함(2006.2).

   - 월성1호기 정ㆍ주기 시험결과기록이 미흡하고(2006.11) 울진4호기 설계변경   

      에 따른 련 차서 개정이 미흡함(2006.6).

   - 최근 국내원 의 발 기 수소 설이 발생됨에 따라 과기부는 원 수소 설   

     검사 강화를 KINS에 요구함. 

2006년도 사고/고장 19건  2차계통은 10건 발생함(기계5건, 기2건, 계측2건, 

인 1건)(표 3.7.5) . 

 나. 요구사항

국내원  발 기 원 수소 설검사를 강화함.

 다. 처리 황

2006년 국내가동원  20기에 한 경미한 사항  운 변경허가사항을 심사 수

행함.

2006년 국내가동원  14기에 한 정기검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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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4. 2006년 원  2차계통 정기검사지   권고사항

                       표 3.7.5. 2006년 원 사고  고장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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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원  2차계통에 한 정지 황  책

  가. 추진배경

2001-2006년까지 국내원  정지 황은 고장정지60, 간정비17, 정지16, 기

동/감발 24 모두 117건임.

2차계통에 의한 정지 황은 2001년 17, 2002년 10, 2003년 14, 2004년 14, 2005

년 13  2006년 16건이며 72% 를 차지함(그림3.7.1～2).

2차계통 정지의 근본원인은 자연열화18, 정비불량16, 인 실수14, 자연 상12, 

오작동10, 제작불량5, 시공불완 5, 설계불완 1, 고장 1  기타2건임(그림

3.7.3).

2차계통 정지의 인 실수에 한 분석결과는 복감시 소홀  의사소통 미흡

에 의한 부주의한 차수행, 주요기기 설비특성이해 부족에 의한 조작실수에 

의함(그림 3.7.4～8).

원 2차계통 정지 방 책 추진방향은 안 문화의식을 재정립하고 제도를 개

선하고 설비신뢰도를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제고하여 원 운 을 최 화함으로

써 원  안 성을 확보함.

인 실수 방 책은 인 오류 방도구이행, 리자 찰 등 인 오류 방

책의 효과 인 운 로그램을 구축함.

설비신뢰도를 확보하기 하여 발 기, 여자시스템, 력용변압기, IPB, GLBS 

 GIB의 노후 주 력설비를 교체함.  

정비품질제고를 하여 지침/ 차서를 표 화하고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작업

리를 최 화하고, 한 설비를 진단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정비기술을 향상시키

고 문가 그룹을 활성화 함.

 나. 요구사항

안 문화의식을 재정립하고 제도를 개선함.

설비신뢰도를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제고함.

 다. 처리 황

인 오류사건 근본원인분석을 하여 고리2발시범 용(‘06.8～) 인 CAP을  

원 확 용(’07.9～).

고리1호기 발 기 교체하여 설비신뢰도 개선완료(‘05.5).

고리2-4호기 발 기 구매계약완료(‘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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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기 발 기 구매계약완료('05.12).

울진1-2호기 발 기 교체의 기본계획 수립완료('07.3).

EX-2000 여자기개선 책반 운 ('06.4～12).

    

                       그림 3.7.1. 2차계통 연도별 정지 황.  

    

                   그림 3.7.2. 2차계통의 분야  노형별 정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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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3. 2차계통 근본원인별 정지 황.  

  

               그림 3.7.4. 2차계통 연도별 인 실수에 의한 정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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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5. 2차계통별 인 실수에 의한 정지 황.  

 

                그림 3.7.6. 노형별 기계분야 설비고장에 의한 정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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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7. 노형별 계측분야 설비고장에 의한 정지 황.  

                그림 3.7.8. 노형별 기분야 설비고장에 의한 정지 황.  

제8  국민신뢰와 커뮤니 이션

 1. 리스크 커뮤니 이션(RC) 모델

  가. 추진배경 

구소련의 체르노빌사고 이후 원자력 련 리스크 커뮤니 이션(RC)에 한 연구

가 지속 으로 수행되었고 커뮤니 이션 련 연구는 주로 정책  제안에 그쳤

으며 리스크 커뮤니 이션 증진 모델개발은 무한 상태임. 

커뮤니 이션 모델개발 필요성은 원자력 험정보가 달되고 이슈화되는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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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션 환경을 평가하고 리스크 커뮤니 이션 실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원자

력 험도에 한 객 인 이해를 높  원자력에 한 수용성을 제고함에 있

음.

리스크 커뮤니 이션 원 안  체감지수는 40 정도이고 원자력안 에 한 인

식도조사결과는 상외 사고발생 32.6%, 원 안 에 한 무지 22.4%, 사고/고

장 발생 17.1%, 방사선 출우려 13.2%, 정부의 리기능 불신 9.2% 로 나타남.

따라서 커뮤니 이션 모델개발 추진목표는 2007년 RC 기반기발개발, 2008년 

RC 쟁 분석, 시스템구축, 2009년 RC 증진모델개발이고 2007년 수행내용은 RC 

환경분석, 황조사, 2008년 수행내용은 RC 쟁 사항분석, 2009년 수행내용은 

RC 방법론 도출을 한 우선순  분석임.

커뮤니 이션 모델개발 추진 략은 문가와 일반인간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

을 통해 객  험성과 주  험인식의 격차를 여나감.

RC의 강 (Strength), 약 (Weakness), 기회(Opportunity), (Threat) 즉 

SWOT를 분석하고 국내외 RC 기반기술을 사용하여 원자력이슈에 한 RC 수

행체계를 구축함. 

 나. 요구사항

문가와 일반인간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객  험성과 주  

험인식의 격차를 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RC에 하여 안 측면, 사업자 경제측면  공통측면의 상호 향력을 분석해야 

함. 

 다. 처리 황

KINS에서 (주)유 러스에 탁으로 RC 모델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RC 이론연구하고 각종 자료수집하여 안 측면, 사업자 경제측면  공통측면의 

상호 향력을 분석하기 하여 모델에 필요한 방법론개발을 한 환경조성

임. 

 2. 규제기 의 국민신뢰 종합 로그램(안) 

  가. 추진배경

그 동안의 연구에서 규제효과성 제고의 기여가 불확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

으며 참여에 따른 문제 이 발생시 어려움에 직면함.

참여 원칙은 참여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참여에 의한 신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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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하요인 공존에 주목함.

2005년 9월에 원자력안 포럼 개최하여 원자력산업 9월호에 “원자력안 과 규

제에 한 신뢰 확보”을 게재하여 신뢰에 한 이해와 통찰을 확산함.

2006년 4월에 제11회 안 기술정보회의에 “국민신뢰와 커뮤니 이션” 세션

을 신설하고 동년 6월에 정책워크샵에서 “신뢰와 불신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발표함.

신뢰의 단계는  CBT(Calculus-Based Trust)에서 IBT(Identification-

   Based Trust)수 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원자력규제기 의 신뢰는 국민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방사선 리스크를 규제기

이 개입하여 수용 가능한 수 으로 유지해  것이라고 기 함.

규제기 의 Truster는 주민, 반핵/환경단체, 언론사  일반국민 등이며 

Truster별 신뢰요소를 잘 악하여 응하여야 함(표 3.8.1).

신뢰 상자(trustee)가 이원화 되어 있는 특성을 잘 인식하여 이원  trustee가 

어떤 정책과 략을 사용할 것인지도 건임.

규제기   사업자에 해 국민이 신뢰하여 원자력안 에 하여 국민이 안심

하도록 함.

 나. 요구사항

실제 인 규제목 의 달성 혹은 효과성의 달성후 신뢰향상 활동을 추진해야함.

신뢰의 요소들과 신뢰향상방안을 히 연계하여 신뢰를 제고함.

규제체제개선  규제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검사결과 주민설명회 개최하여 희망

지역주민의 규제과정에 참여도록 함.

사건/사고 발생시 정보를 언론에 충실히 제공하고 언론, NGO 등과 기자간담회, 

심포지엄  포럼 등을 통해 지속 인 계를 형성함.

  다. 처리 황

2007년 KINS에서 CS 략실을 조직하여 국민신뢰를 증진하고 계자들을 만

족시키는 략을 세우고 있음.

신뢰방안의 실제시행은 규제기 의 정책  선택이며 본 종합 로그램  핸드

북은 재 인쇄 이며 향후 신뢰 련 정책결정에 기본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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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1. 규제기 에 한 국민신뢰의 요소 

 3. 지역사회에 한 국내원 사업

  가. 추진배경

국내원 산업에 한 일반국민과 환경단체의 인식은 문가보다 시민단체를 신

뢰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원 주 정책탈피를 요구하고, 지역사회단

체의 인식은 주요 안 발생시 환경단체와 연 하려 함.

지자체  지역의회의 인식은 국가정책에 따른 희생을 인식하고, 지역기여도 

미흡을 주장하고 지역지원 확 를 요구함.  

원 주변 주민인식은 원 주변 상  낙후를 주장하고, 생업활동 축/생계보장

을 요구하고, 피해보상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함.

지역공동체 경  추진경 는 2004년 6월에 지역에 지역사역 사단을 창단하고, 

동년 7월에 지역 력 담부서를 신설하고, 2005년 7월에 사업자 지원제도를 

법제화 하고, 2006년 2월에 지역공동체 경 략을 확정함.

지역공동체 경 에 따른  추진방향은 종사자의 변화 리, 지역사회에 한 

극  력 계를 구축하고, 장기발  사업추진, 물/ 지 지양, 단순기부

방식을 탈피하고 지자체, 지역 문가, 주민참여유도  사업실효성을 확인함.

지역공동체 경 주요 실천 로그램은 사업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주변소외

계층을 하여 지역사회에 사하고, 지역연 감을 형성함. 

 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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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 산업에 한 일반국민과 환경단체의 인식은 원 주 정책탈피를 요구

하고 주요 안 발생시 환경단체와 연 하려 함.

지자체  지역의회의 인식은 지역기여도 미흡을 주장하고 지역지원 확 를 요

구함.  

원 주변 주민인식은 원 주변 상  낙후를 주장하고, 생업활동 축/생계보장

을 요구하고, 피해보상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함.

 다. 처리 황

원 주변지역 주민에 하여 한수원 기발 수익을 2007년에 460억을 지원하

고 발주법(원 1990-2006)에 따라 력산업기반기  1,010억원을 기요 보조

로 지원함.

지역사회 사단을 운 하여 사활동재원으로 지역주민에게 2006년 12월 기

하여 월 7,000만원을 지원함.

사회 사 의식제고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사를 활성화 하고 사

업자 1부서 1자매 마을 결연활동을 개하여 지역연 감을 형성함. 

제9  가동  시험  화재방호

 1. 가동원  안 성평가  규제방향

  가. 추진배경

가동원 안 성 재평가의 안 해석 규제사안은 미정부 제한 안 해석 설계코드

의 체노력과 PSR, 출력증강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안 안해결을 해 노력

함.

2006년 제4회 안 해석 심포지엄 이후의 규제 황  정보 업데이트와 주요원

 안 해석 안  해결에 한 정보를 업데이트 함.

ECCS EM은 가압경수로 비상노심냉각계통 성능평가를 한 LOCA 해석 방법

론 체이고 심사사유는 건설/운 허가 신청시, 특정기술주제보고서(TR)승인 

신청시, ECCS EM 오류  변경 향을 평가하는 것임.

국내원  신고리3, 4호기는 CE-EM으로 변경 정임.

2002년 고리1호기 용이후 가동원  안 성 평가  개선 심 로그램으로 

정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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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구사항

고리3, 4호기  1, 2호기 LBLOCA 최 계산  불확실성 평가방법 개선과

격납건물 재순환 집수조 성능개선  막힘해결.

PSR, 출력증강에서 이물질 발생해결방안  이물질 이동분율에 한 실험  입

증.  

월성1호기 FSAR 면개정시 안 해석  안 계통문제 해결  최신기 에 

따른 기존 안 성분석의 타당성 재확인

월성2, 3, 4호기 사용코드의 용성 문제해결 

 다. 처리 황

핵연료/피복  설계개선에 따른 ECCM EM 변경확장. 

   - Zirlo 피복   M5 피복 을 CE-EM, Westinghouse-EM 으로 변경

   - RFA 핵연료를 Westinghouse-EM 으로 변경

   - PLUS7 핵연료를 Westinghouse-EM 으로 변경(2006.2 승인)

   - ACE7 핵연료를 Westinghouse-EM 으로 변경(2007심사 진행 )

KREM 기반 ECCS EM확장.

   - 고리1호기 계속운  LBLOCA(심사 진행 )

   - 신고리3, 4호기 LBLOCA(제출 정)

 2. 주기  안 성평가  계속운 에서의 안 해석

  가. 추진배경

PSR/ 계속운 련 규정은 원자력법 제23조3(주기  안 성평가), 원자력법 시

행령 제42조 2(주기  안 성 평가의 시기), 제42조 3 (주기  안 성 평가의 

내용) 제42조의4(주기  안 성 평가의 방법과 내용),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

조 2(주기  안 성평가의 세부내용), 제19조3(주기  안 성평가의 기 )임.

PSR/ 계속운  안 해석 평가항목은 FSAR 4장 원자로 련 노심핵설계분야, 

열수력설계분야, FSAR 6장 공학  안  설비 련 비상노심냉각계통성능, 안

주입펌 간 간섭 등, PSR 15장 사고해석 련 과도해석, 냉각재 상실사고등, 설

계기 과 사건 련 정지운 시 냉각재 상실사고, 부분충수 운 시 잔열제거 

기능상실 등.

 나. 요구사항

유사원  그룹핑하여 평가/개선하는 방식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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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1～4/ 1～2, 울진1～2, 3～4/울진3～4, 5～6/울진5～6, 월성    

      1～4  

 다. 처리 황

사고상태의 방사선량  방출제한치 해석결과  FSAR 개정  소형 LOCA 

후 격납건물 핵분열 생성물질제거 성능분석

형 LOCA 해석의 최 해석방법론 용  자연순환냉각 요건마련

LB LOCA 최 해석방법론 용하여 고리1호기 계속운 완료, 고리3, 4호기 

PSR완료, 1, 2호기 PSR 완료함.

사고상태의 방사선량  방출제한치 해석결과  FSAR개정 련 고리1호기 계

속운  심사 이고 고리2, 3, 4호기 PSR 완료함. 

안 등  펌 간 간섭  최소우회유량 정성 평가 련 고리1호기 계속운  

심사 , 고리2, 3, 4호기 PSR 추진 , 1, 2, 3, 4호기 PSR 추진 , 울진1, 2

호기 PSR 추진 임.

가압기  주증기 안 밸트 설정치 여유도 증  련 고리1호기 계속운 은 

PSV 추진 , MSSV완료 고리2호기 PSR은 PSV 추진 , MSSV완료 고리3, 4

호기 PSR은 PSV 완료, MSSV완료 1, 2호기 PSR은  PSV 완료, MSSV완

료 3, 4호기 PSR은 PSV 추진 , MSSV추진  울진1, 2호기 PSR은 MSSV 

추진 임.  

 

 3. 가동원  출력증강을 한 안 해석

  가. 추진배경

출력증강은 기존원 의 1, 2차측 출력을 안 성이 허용된 범 이내에서 증가하

는 것이며 미세출력증가(<2%), 소규모출력증가(<7%), 규모출력증가(<20%)

유형이 있음.

출력증강 필요성의 기술  측면은 WH형 원 의 설계기술/운 기술 자립기반을 

확보하는 것이고 경제  측면은 가동원  경제성 향상  력수 여건을 개선

함에 있음. 

출력증가 기술개발 약체결(산업자원부, 2002.9.1), 출력증강 상세평가완료

(2005.4.30), 출력증강 운 변경 허가신청(과기부, 2005.9.1), 고리3, 4호기 출력증

강 운 변경허가 취득(2006.12.14), 1, 2호기 출력증강 운 변경허가 취득

정임(2007.7).



- 61 -

미국 가동원  104기의 85% 출력증강('07.3기 )하고 만은 8기 원  MUR 

용추진 (’08 용) 이고 유럽은 벨기에, 스페인 등 약 30기에 용하고 라

질은 Angra원  SPU(+6.5%) 용을 추진 임.

출력증가요소는 기 보유 여유도 활용, 설계방법론 개선, 설비개선으로 구성되

며, 용방법은 1차측 원자로 냉각재 온도차를 증가하고 2차측 주증기 유량을 

증가하는 방법을 사용함. 

원자로 출력증가와 함께 노심 NSSS  2차 계통의 주요설계변수를 변경하고 

주요설계변수변경에 따른 발 소 안 성을 입증하기 해 안 해석을 재수행

함.

 나. 요구사항

고리 3, 4호기 Mid Loop 안 해석으로부터 증기발생기의 노즐 의 손을 막

기 해 1개의 가압기 안 밸 와 1개의 가압기 압력방출밸 를 제거하거나 그 

이상의 배기유로 단면 을 확보해야함.

 다. 처리 황

출력증강 /후 설계기 사고 안 해석 결과비교. 

출력증강 /후 DBA 방사선결말 분석.

WEC 원 에 한 LBLOCA M/E Release 방법론  산코드 확보.

고리3, 4  1, 2호기 열출력 측정 불확실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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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술 용방안  향후계획

 

  

  국내 가동원 을 효율 으로 운 하고 안 하게 규제하기 한 안을 분석하고 

기술 인 용방안을 도출하기 하여 국내가동원 의 11개 기술분야를 선정하

다. 11개 기술분야는 리스크 정보활용, 사고, 구조분야 PSR, 지하수 모니터링, 

가동  시험  화재방호, 주요기기 경년열화, 속재료 건 성  증기발생기, 인

간공학  디지털 I & C, 품질보증분야, 2차계통  국민신뢰와 커뮤니 이션 

등이다. 

  리스크 정보활용 기술 련 안은 가동원 에 한 PSA 재평가, 고리1호기 수

소연소 안 성 심사, 사고 정책이후 이행 략, 리스크 정보활용 향후 추진, 국

내 규제검사제도를 고려한 리스크 정보활용/성능기반 정기검사개선, 울진1, 2호기 

사고 리 략, 국내환경에 합한 RIR 응방안, APR 400 IRWS 에서의 DDT 

정기  등이고 구조분야 PSR/지하수 모니터링 기술 련 안은 PSR 련 주요규

제, 지하수 모니터링 규제 등이다.

  주요기기경년열화 기술 련 안은 원자로용기 건 성 평가, 기계해석분야 심사, 

가동원  주요기기 속피로, 고리1호기 주요기기 경년열화 리, 기술자립형 사고

해석 규제검증체계 등이고 속재료 건 성  증기발생기 기술 련 안은 

CANDU 피더배 의 FAC에 의한 방 규제, 증기발생기 검사 규제, 증기발생기 

세 검사 개선 방안, 원 재료 규제 등이며 인간공학  디지털 I & C 기술 련 

안은 디지털계측제어계통 PLC 설계의 규제, 디지털계측제어계통 사이버보안에 

한 규제 등이다.

  품질보증분야 기술 련 안은 원자로시설 주요기기ㆍ부품생산 품질보증검사 지

침개정, 원자로시설 품질규제 효율화 방안, 한수원 품질등 체계 변경 추진 등이고

2차계통 기술 련 안은 원  2차계통 기술기  개발, 원 2차계통 시험 상 기

기  정기 안, 원  2차계통 규제방향, 원 2차 계통에 한 정지 황  책 

등이며 국민신뢰와 커뮤니 이션 기술 련 안은 리스크 커뮤니 이션(RC) 

모델, 규제기 의 국민신뢰 종합 로그램(안), 지역사회에 한 국내원 사업 등이

고 가동  시험  화재방호 기술 련 안은 가동원  안 성평가  규제방향, 

주기  안 성평가  계속운 에서의 안 해석, 가동원  출력증강을 한 안

해석 등이다 

  이 기술수요 안들을 해결하기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기술의 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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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용방안을 찾고 그로 말미암아 연구원 보유기술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내 가동

원 이 안 하고 효율 으로 운 되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다하여 할 것

이다. 앞으로 가동원  운 의 기술수요 안  가동원  안 규제 안을 해결하

기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주)간의 기술 력 정을 체결하여 국내가동

원 의 가동률제고와 국가에 지 공 에 더욱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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