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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전점검 개요

1. 안전점검 배경 및 목적

○ 2012년 2월 9일(목) 20시 34분경, 고리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

험 중 외부전원이 상실되고 이후 비상디젤발전기(EDG)의 기동실패로

인해 소내 교류전원 공급이 완전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시

46분경 대기 중인 외부전원(154kV)을 연결하여 다시 전력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2분간 교류전원 공급중단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 사건에 대

해 고리1발전소 경영진은 법령에 규정된 비상발령과 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다가 32일이 경과된 후 2012년 3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받은 당일 즉시, 국내 원전운영 사상 최초로

고리1호기의 운전정지를 명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합동조

사반을 구성, 현장에 파견하여 3월 13일부터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건 내용 및 원인에 대한 사건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동시에, 안전규제 강화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4개 분야 20개 항목의 안전성 강화대책을 도출하여 원

전운영자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원자력안전과-1283,

2012. 3. 23, 표 1-1 참조)

○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

전성 강화대책을 포함하여 전력계통 설비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안전성 증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5월 8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

였다. 이 대책은 안전성 강화대책 중 한수원이 이행해야 할 안전성 확보대

책 13개 항목은 물론 안전성 증진을 위해 한수원이 자체 도출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5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한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 따라서 이번 안전점검의 목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강화대책 및 그

에 따른 한수원의 이행계획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고리1호기의 전력계통과

안전운영 체계 및 제도를 점검하고 원자로용기 등 주요 안전현안들을 종합

적으로 재점검하여, 고리1호기의 종합적인 운전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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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강화대책 20개 항목

4대 분야 세부 항목

보고시스템

개선

1. 24시간 상시 감시시스템(한수원)

2. 원전현장에 안전감시역 임명 등 안전감독조직 체계 개선

3.  24시간 발전소 감시 및 자동통보 체제 운영(규제기관)

전력계통

설비 보강

4. 소외전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345kV 송전선로를 6회선으로 증설

5. 전력계통시험 수행시 감독 강화

6. 비상전력공급용 이동 디젤발전기 추가 배치

7. EDG 기동 실패 방지 대비 기동용 공기공급 밸브 이중화

8. 전 원전 비상디젤발전기 특별점검

9. 고리1호기 EDG 설비 신품으로 교체

10. EDG 정비 이전 기동시험 수행

검사체계

개선

11. 지역사무소 체제 운영 및 전문성 강화

12. 정기검사 범위 확대

13. EDG 등 주요 설비 대상 분야별 팀검사제 도입

14. 원전 리스크 중첩 방지된 정비 시험 공정 수립

15. 용역 수행업체의 전문성 및 질 제고

안전 문화

16. 고리1호기 대상 안전문화 개선사항 도출 이행

17. 규제기관 차원의 안전문화 평가

18. IAEA 안전문화 평가 수검

19. 한수원의 경영목표 직원평가에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도 적용

20. 정기검사 항목에 안전문화 추가

※굵은 글씨는 안전규제 강화 항목

2. 안전점검 방향

고리1호기의 전력계통 및 주요 안전현안과 관련된 설비 분야에 대한 점검

과 함께 안전관리체계 및 정비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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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계통 및 비상디젤발전기 점검

○ 이번 전력공급중단사건과 직접 관련된 전력계통 및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성 강화대책 20

개 항목 중 전력계통 분야와 관련된 점검항목 이외에도 전력계통 전

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소내전력계통

과 EDG A, EDG B는 물론 대체교류 디젤발전기(Alternate AC Diesel

Generator, AAC DG) 및 이동형 디젤발전기까지 포함하여 다음과 같

은 9개 항목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한다.

- 전력계통 설비 보강 적합성

- 외부전원 상실 방지를 위한 대책 적합성

- AAC DG 이용가능성 증진 방안 적합성

- EDG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적합성

- EDG 성능시험, 보수 및 정비 방안 적합성

- EDG 성능 및 신뢰도 확인

- EDG 시험실패 및 고장발생시 신속한 복구조치 능력 확인

- 이동형 디젤발전기 추가 배치 적합성

- EDG 설비 신품 교체계획 적합성

□ 고리1호기 주요 현안 점검

○ 그동안 고리1호기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안

전성을 점검, 확인한다.

- 원자로용기

- 경년열화

- 교체부품 안전성

- 후쿠시마 후속조치

□ 안전관리체계 및 정비안전성 점검

○ 원전 안전성 확보의 기본 원칙인 심층방어(Defense-in-Depth) 개념에

따른 단일고장요건(Single Failure Criteria)은 단일 설비의 고장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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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일 선로의 외부전원 상실이 안전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서 결과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교류전원 완전상실

(Station Blackout, SBO) 사건으로 발전한 경우로서, 단일고장요건을 만

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안전성

에 대한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안전의식 또는 안전문화의 결

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이러한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결여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안전관리체계

및 정비안전성 확보 분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점검한다.

- 보고시스템 개선 적합성

- 안전문화

- 인력 및 역량 강화

- 운전경험 반영 적합성

- 계획예방정비 체계 개선

- 용역업체 전문성 및 관리 강화

3. 안전점검단 구성

○ 이번 안전점검을 수행한 안전점검단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36명

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해양대학교 최재성 교수를 외부전문가로 초빙

하여 전력계통 안전성 분야의 점검결과에 대해 제 3자 검토를 받았다.

○ KINS 안전점검단은 그림 1-1과 같이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4. 안전점검 활동 요약

○ 이번 안전점검은 2012년 3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09일간 수행되

었으며, 총 36명의 전문가가 약 260 인․일의 인력을 투입하여 사건조

사, 주요 개선사항들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전력계통, 안전관리체계 및

정비 안전성 등 3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였다.

안전점검 수행시 현장입회 위주로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전력계통

및 비상디젤발전기 관련 검사원들은 주요 정비 및 성능시험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험을 입회하여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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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단장

정해동 (가동원자력규제단장)

안전점검 총괄

정대욱 (고리검사PM)

전력계통 안전성 점검 안전관리체계 점검 정비안전성 점검

김용범(기계구조재료실장)

박현신(계측전기실장)   

외 11명

이덕헌(운영안전분석실장)  

외 7명

김인구(가동안전총괄실장) 

외 4명

일 자
분야 또는

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3/13~ ￭정전사건 조사 착수
조사단 구성 및 
현장 파견 

3/15(목) EDG-B ￭EDG-B 기동시험 (조사단 요구) 실패 현장입회 (전기/기계)

3/18(일)
EDG-A,

AAC DG

￭기동 및 성능시험 (조사단 요구) 결과

운전가능 확인
현장입회 (전기/기계)

3/21(수)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건조사 결과 발표 원자력안전위원회

3/26-5/10 EDG
￭고리1호기 EDG 공기공급용 솔레노이드밸브

이중화 및 신품교체에 대한 기술검토
KINS 본원 기술검토

5/10(목) 전체 ￭고리1호기 안전점검 현장점검 회의 개최 고리1발전소대회의실

5/11-12

(금-토)
EDG-B ￭SOV 이중화 현장설치 용접 및 비파괴검사 작업 현장입회 (기계)

5/14(월) EDG-B ￭SOV 설계변경 후 성능시험 현장입회 (전기/기계)

5/15(화) EDG-B ￭25회 기동시험 (시작) 현장입회 (전기/기계)

5/16(수) EDG-B ￭25회 기동시험 (진행) 현장입회 (전기/기계)

5/17(목)

EDG-B ￭24회차 기동시험중 S 계전기 오동작으로 EDG 정지 현장입회 (전기/기계)

안전문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문화 점검업무 협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관리체계
￭시뮬레이터 교육훈련 점검 (5.16~18)

￭운전경험 사례 점검
서류검토 및 면담

그림 1-1 KINS 안전점검단 구성

○ 표 1-2에 KINS 안전점검단의 주요 점검활동을 일자별로 정리하였으며,

주요 활동은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였다.

표 1-2 KINS 안전점검단의 주요 점검활동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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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분야 또는

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5/18(금) EDG-B ￭S 계전기 조치 후 확인시험 현장입회 (전기/기계)

5/19(토) EDG-B ￭S 계전기 조치 후 확인시험 현장입회 (전기/기계)

5/20(일) EDG-B ￭24회차 기동시험중 S 계전기 오동작으로 EDG 정지 현장입회 (전기/기계)

5/30-31

(수-목)

안전문화 ￭1차 현장점검 서류검토 및 면담

안전관리체계

￭24시간 상시감시체계 수립 점검

￭원전 현장 안전감독 조직체계 점검 (5.29~6.1)

￭전 원전 CCTV 추가 설치 및 감시기능 현황 점검

￭운영절차서 개선 현황 검토

서류검토 및 면담

정비안전성

￭정비기간중품질관리체계확인 (용역업체포함)

￭용역업체인적오류예방종합대책및이행현황점검

￭용역업체 전문성 및 품질제고방안 점검

서류검토 및 면담

6/1(금)

EDG-B ￭24, 25회 기동시험 (완료) 현장입회 (전기/기계)

안전문화 ￭1차 현장점검 서류검토 및 면담

정비안전성 ￭용역업체 관리체계 점검 서류검토 및 면담

6/5(화) 안전문화 ￭안전위 정책과 안전문화 점검업무 협의 원자력안전위원회

6/8(금) EDG-B
￭종합성능시험 (출력 100%, 60분 운전)
￭이동형 DG 엔진기동시험

현장입회(전기/기계)
※현지주민 참관

6/11-13

(월-수)

EDG-A ￭SOV 이중화 현장설치 용접 및 비파괴검사 작업 현장입회 (기계)

AAC DG ￭AAC DG 운전절차서 점검 서류검토 및 면담

안전문화 ￭안전위정책과안전문화 2차점검업무협의 (6/12)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관리체계

￭24시간 상시감시체계 수립 점검

￭안전감독관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실시, 본사 보고

주기및업무지침수립여부

￭전원전 CCTV 추가설치및감시기능현황점검

서류검토 및 면담

정비안전성
￭용역업체 선정방안 적절성 (6.13)

￭OCC 개선계획 점검
서류검토 및 면담

6/11-20

(월-수)
주요 현안

￭원자로 용기 건전성
￭경년열화관리 현황
￭후쿠시마 후속조치 현황

서류검토

6/14(목)

EDG-A
￭SOV 이중화 설계변경 후 시험
￭SOV 개별 성능시험 수행

현장입회 (전기/기계)

안전문화 ￭2차 현장점검 (6.13~14) 서류검토 및 면담

안전관리체계

￭원전운영정보홈페이지운영및원전주변지역소통

강화추진현황점검

￭운전경험반영내용점검

서류검토 및 면담

정비안전성

￭용역업체인적오류교육이행실적및교육자료점검

￭용역업체 종사자 자격기준 적절성

￭리스크관리 계획예방정비계획 수립 점검

서류검토 및 면담

6/15(금) EDG-A ￭부하시험 총 4회 중 1, 2회차 현장입회 (전기/기계)

6/16(토) EDG-A ￭부하시험 총 4회 중 3회차 현장입회 (전기/기계)

6/18(월) EDG-A ￭부하시험 총 4회 중 4회차 현장입회 (전기/기계)

6/20(수) EDG-A
￭종합성능시험 (출력 100%, 60분 운전)
￭AAC DG 엔진기동시험

현장입회 (전기/기계)
※현지 주민/전문가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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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분야 또는

설비
점검내용 점검방법

6/25-27

(월-수)
주요 현안

￭원자로 용기 건전성
￭경년열화관리 현황
￭후쿠시마 후속조치 현황

현장확인/서류검토

6/28(목) 기타 ￭부산 전문가 토론회 참석 부산시 주관

5. 고리1호기 주요 이력

□ 사건 발생 추이

○ 고리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1978년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고시규정에 의한 보고대상 사건 총 횟수는 658건이며, 그 중

고리1호기에서 발생한 사건은 129건으로서 전체의 약 19.6% 정도이다.

이를 기간별 발생 횟수로 분류해 보면 아래 표 1-3과 같은데, 표를 보면

운전경험이 부족했던 가동 초기의 최초 10년(1978~1987)간 79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고리1호기 총 사건횟수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운전경험

축적 및 설비개선 등을 통해 사건발생 횟수는 점차 감소하여, 최근

5년간(2008~2012.6)의 사건발생 횟수는 4건으로서 같은 기간 국내 원전

전체에서 발생한 사건 횟수인 58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고리1호기가 운전연한이 오래된 원전이기 때문에 다른 원전에 비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란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국내 가동원전 평균 사건발생 횟수와 고리1호기의 사건발생 횟수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1-2에서 보듯이, 1991년을 제외하고는

고리1호기의 연도별 사건발생 횟수는 국내 가동원전의 평균 사건발생

횟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 (1991년도에는 전체 13건의 사건발생 횟수 중

계측제어 관련 횟수가 10건이었음.)

기간 전 원전 고리1호기 비율, [%]

1978~1987 (10년) 183 79 43.2

1988~1997 (10년) 207 35 16.9

1998~2007 (10년) 210 11 5.2

2008~현재 (5년) 58 4 6.9

합계 658 129 평균 19.6 %

표 1-3 고리1호기 기간별 사건, 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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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내 원전 연도별 보고대상 사건, 사고 발생 추이

□ 주요 설비개선 이력

○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여러 번에 걸쳐 주요 설비들을

개선 또는 교체해 왔다. 그 중, 계속운전이 시작된 2007년을 기준으로 그

표 1-4 계속운전 이전에 시행한 주요 설비개선사항

【 발전소 설계기준 강화 】

□ 안전관련 기기 정착부 강화(’07) : 지진 대응능력 강화

□ 안전등급 케이블 전량검증(’07) : 안전설비 신뢰도 제고

□ 화재방호기능 개선(’07) : 화재발생시 안전정지기능 유지

【 발전소 과도상태 제어능력 제고】

□ 대체교류전원용 디젤발전기 설치(’06)

□ 축전지 가용시간 30분 → 2시간 증대(’07)

□ 안전등급 계기용 공기계통 신설(’07)

□ 안전주입 재순환운전 자동화(’07)

【 주요기기 교체 및 신설 】

□ 증기발생기 교체(’98) : 튜브 건전성 향상

□ 저압터빈 교체(’97) : 노후설비 교체 및 효율증대

□ 주발전기 교체(’05) : 발전설비 건전성 확보

□ 원격정지제어반 신설(’94) : 안전정지기능 다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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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계속운전에 따른 주요 설비개선사항

주요 개선사항
개선

시기
비고

가연성기체 제어설비 신설 '09 완료

재순환집수조 성능개선 '10 완료

케이블포설(35ft) 내화방벽 성능개선 '09 완료

격납건물 집수조(Sump) 열확산식 수위전송기 교체 '08 완료

원자로헤드 단순화 개선 및 교체 '13 진행중

공조계통 설비개선 및 노후설비 교체 '13 진행중

사용후 연료저장조 냉각계통 열교환기 이중화 '13 진행중

비상디젤발전기(EDG) 운전신뢰성 향상(EDG 교체) '13 진행중

주제어반 및 부대설비 개선 '13 진행중

공조기기실 방화벽설치 및 주제어실 방화벽 내화성능개선 '13 진행중

핵연료건물 방화벽 내화 성능 개선 '13 진행중

내환경 검증대상 케이블 교체 '13 진행중

주증기 압력방출밸브(PORV) 전단의 수동 차단밸브를

전동기 구동밸브(MOV)로 개선
'13 진행중

이전에 시행되었던 증기발생기 교체 등 주요 설비개선 사항들을 표 1-4에

정리하였으며, 표 1-5에는 계속운전에 따른 안전성 증진대책으로서

이행되고 있는 주요 설비개선사항들을 정리하였다.

□ 전력공급중단사건에 따른 주요 안전성 개선사항

○ 2012년 3월 21일에 발표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강화대책 및

이에 따른 한수원 자체 안전성 증진대책을 통해 이행되고 있는 고리

1호기 및 국내 전 원전에 대한 주요 안전성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력계통 설비 개선)

- EDG 기동 실패 방지 대비 기동용 공기공급 밸브 이중화

- 소외전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345kV 송전선로를 6회선으로 증설

- 비상전력공급용 이동 디젤발전기 추가 배치

- EDG 정비 이전 기동 및 부하시험 수행

- 고리1호기 EDG 설비 신품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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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영 체계 및 제도 개선)

- 원전 리스크 중첩 방지된 정비 시험 공정 수립 및 계획예방정비

기간 연장

- 24시간 상시 감시시스템 적용

- 원전현장에 안전감시역 임명 등 안전감독조직 체계 개선

- 고리1호기 대상 안전문화 개선사항 도출 이행

- 한수원의 경영목표 직원평가에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도 적용

- 전 원전 CCTV 추가설치 및 감시기능 강화

- 용역업체 전문성 및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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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설비 및 계통 안전점검 결과

1. 전력계통

1.1 전력계통 설비보강 적합성

가. 목적

현재 고리1호기 소외전원은 2개의 독립된 345kV 송전선로와 2개의

154kV 수전선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 변전소로부터 물리적으

로 독립된 두 개 회로 구성” 요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고리1호기의 경우,

금번 소외전원상실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낙뢰 등에 의한 송전선로

사고로 인해 발전정지 또는 출력감발을 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고리1호

기의 소외전원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2013년으로 예정된 고리1~4

호기 통합 스위치야드 구축계획 속에 345kV 송전선로를 기존의 2회선에

서 6회선으로 증설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345kV 소외 송전선로

증설 계획을 포함하여 전력계통 시험 수행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의 적합

성과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시 복구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345kV 소외 송전선로 증설 계획 적합성

2) 전력계통 시험 수행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의 적합성

3)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 시 복구조치 적절성

다. 점검결과

1) 345kV 소외 송전선로 증설 계획 적합성

한수원은 고리1호기 소외전원의 안정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고리

1~4호기 통합 스위치야드 구축 시 345kV 소외 송전선로를 기존의 2회선

에서 6회선으로 증설하기로 그림 2.1-1과 같이 계획하였다.

  G2  G1

신울산 리액터

 G3G4

 울주 신양산

3,4 SUT G2G1

신울산

< 기존 > < 증설 후 >

그림 2.1-1 고리1호기 소외송전선로 증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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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345kV 소외 송전선로 증설 계획을

수립 및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고리 1~4호기 송수전선로 개선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계약체결(‘11.8)

▪통합 스위치야드 준공 : ’12.8(1차 가압), ’13.4(2차 가압)

▪고리1~4호기 주변압기 선로 및 3,4호기 기동변압기 선로 이설 :

1,2호기(’13.3~6), 3호기(’12.9~10), 4호기(’13.1~2)

▪345kV 신울산#1,2, 울주#1,2, 신양산#1,2 송전선로 이설(’12.9~’13.6)

따라서 고리1호기의 345kV 소외 송전선로 4회선 추가증설 계획은 고

리1호기의 2회선 동시 고장 시의 발전정지 또는 1회선 고장 시의 송전

용량 부족에 따른 출력감발 등에 대비함은 물론 안정적인 소외전원 확

보를 위한 조치로서 적합하다.

2) 전력계통 시험 수행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의 적합성

고리1호기는 금번 소외전원상실사고와 같이 전력계통 시험시 인적실

수, 절차서 미 준수, 작업관리 및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대해 현장점검

을 통해 적합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단기대책으로서 소외전원상

실 가능 유관시험 및 작업의 분류, 한수원 담당자에 의한 감독 강화,

소외전원상실 고장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 실시(‘12.5) 등을 이행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서 2012년 10월까지 안전공

정도를 작성하고 리스크를 고려한 정비․시험 공정 수립 등을 위한 소

외전원상실 예방 관리강화 계획수립 및 적용, 소외전원상실 발생 메커

니즘을 시각화하여 가압중인 전원계통의 작업승인 불허 등을 위한 소

외전원상실 유발기기 작업의 집중감시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 조치로서 영광1,2호기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고(’12.4~13.3), 이후에 전사업소에 적용하는 것으로 계

획하고 있다(‘13.4~’14.12). 이와 같이 한수원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고리1호기의 전력계통 시험수행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전력계통 시

험시 인적실수, 절차서 미 준수, 작업관리 및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사건의 재발방지 방안으로서 적합하다.



- 13 -

3)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시 복구조치 적절성

고리1호기의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시 복구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하였

다. 점검 결과, 고리1호기는 출력운전 중 송전선로 차단이 예상되거나 차단

이 되었을 때, “고리1,2호기용 송전선로 차단시 조치 절차서(0-2-109)”에 따

라 신속히 대응하여 전력계통 공급능력 및 계통 안정도 저하를 방지하도록

되어있다. 이 절차서에는 모두 3가지의 가상조건(하나의 345kV 송전선로

차단, 모든 345kV 송전선로 차단 및 345kV 송전선로 지역에 산불발생 등

으로 송전선로 차단예상)에 대해 경보 및 증상, 자동동작 사항, 긴급조치사

항 및 후속조치사항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고리1호기의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시 복구조치는 적합하다.

1.2 외부전원 상실 방지를 위한 대책의 적합성

가. 목적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외전원상실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내․외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전원상실

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 절차서의 관리, LOV(Loss of Voltage) 방

지방안의 이행, 시험 수행 및 관리감독 체계, 그리고 한수원과 협력업체

요원의 시험 수행 숙련도 제고 방안 등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을 점검한

다.

나. 점검내용

1) 소외전원상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 절차서의 적합성

2) LOV 방지대책의 이행 적합성

3) 시험 절차서 수행 및 관리 감독 체계의 적합성

4) 한수원 및 협력업체 요원의 시험 수행 숙련도 제고 방안의 적절성

다. 점검결과

1) 소외전원상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 절차서의 적합성

고리1호기에서 소외전원상실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험절차서는 ‘고

리1호기 4.16kV 비안전모선 차단기 연동‘ 시험 절차서 등 총 21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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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LOV 방지대책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는

지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각 시험절차서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소

외전원상실 유발기기에 대한 제반 정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지침인

’LOV 유발기기 작업관리(설비-설기-02)‘에 따라, 시험 중 발생할 수 있

는 소외전원상실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즉, LOV 유발기기 작업관리를 위한 작업 흐름도 적용, LOV 방지 소

그룹 회의시 주요 점검사항 선정, LOV 예방을 위한 점검표 등이 적절

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LOV 유발가능성이 있는 시험

들에 대한 절차서에 LOV 방지대책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합

하다.

2) LOV 방지대책의 이행 적합성

교육과학기술부 및 KINS는 과거 사건[고리 3호기(‘08.5.25, ’09.1.16)

및 월성 2호기(‘09.9.3) 발생]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작업·공정관리 미흡에 의한 LOV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LOV 유발작업 및 시험항목을 도출하여 작업일정

을 수립하겠다는 시정조치방안을 제시(‘10.8)하고 관련 절차를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사건 조사결과, 고리1호기는 LOV 유발가능 작

업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LOV 방지대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금번 사건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세부 절차와 관련하여 점검한 결과, 고리1호기는 LOV 방지를 위해

본사차원에서 수립된 소외전원상실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

적인 관리계획에는 중요 작업시 관련부서 사이의 단계별 협의사항, 주

의 표시장치 및 물리적 방벽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외전원

상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이지만 절차서가 미비했던 을종보호

계전기 시험에 대해서도 LOV 방지대책을 적절히 반영하여 신규로 시

험절차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합하다.

3) 시험 수행 및 관리 감독 체계의 적합성

전력계통 시험 중 인적실수, 절차서 미준수, 작업관리 및 관리감독

미흡 등이 소외전원상실 사건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하여, 소외전원

상실과 관련된 시험 수행시 관리․감독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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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점검결과, LOV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절차서의 전 항목

에 현장관리자 및 감독자 확인서명 절차 추가, 시험 전·후

“RUN/TEST" 전환 및 복귀절차의 구체화, 하나의 항목으로 절차화

된 3중화 계전기의 시험을 각 상별로 구분하도록 하는 등 절차서 수

행 및 감독체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리1호기 제29차 계획예방정비

(2012.2.9) 중 발생한 LOV 사건재발방지를 위해 발전기보호계전기

시험 시에는 반드시 정전상태(주변압기, 소내보조변압기 정전, 스위

치야드 차단기 개방)에서 시험하도록 하고, 스위치를 TEST 위치로

전환한 후 시험하며, 시험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특급 1명, 고급 1

명) 등의 후속조치 사항을 명시한 절차서(고리1호기 발전기 보호계전

기 교정 및 개체시험, 1-9-785)를 신규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고리1호

기에서 수립한 LOV 유발 관련 시험절차서의 수행 및 관리 감독체계

는 적합하다.

4) 한수원 및 협력업체 요원의 시험 수행 숙련도 제고 방안의 적절성

원전에서의 시험은 시험수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요원 자

격요건(표준기행 시험-05)” 절차서에 따라 정기, 주기시험 및 기타 성

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요원 및 감독요원이 소정의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외전원상실과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 및 시험

숙련도 제고를 위해서 중요작업에 대해서는 LOV 유발가능 작업 소그

룹회의 및 작업전 회의 등을 통해 작업전 작업내용 및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절차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한수원 및 협력업체 요원의 시험 수행 숙련도 제고 방안은 적

합하다.

1.3 AAC DG 이용가능성 증진 방안의 적합성

가. 목적

고리1호기의 대체교류 디젤발전기(AAC DG) 이용가능성 증진방안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교류전원 완전상실 사건 발생시 부지내 협조 체

계 수립 및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대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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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복구 절차 및 훈련계획, 현재의 AAC DG 연결 상태 확인, 전원절체

시험 및 AAC DG 성능시험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또한 AAC DG 기동

절차와 비정상 또는 비상운전절차 연계사항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교류전원 완전상실 사건 발생시 부지내 협조체계 수립 및 훈련내용의

적합성

2)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대비한 전원복구 절차 및 훈련계획의 적합성

3) 운전모드 5,6에서의 AAC DG 기동절차 개선대책의 적합성

4) AAC DG 연결 상태 확인

5) 전원절체 시험 및 AAC DG 성능시험 적합성

다. 점검결과

1) 교류전원 완전상실 사건 발생시 부지내 협조체계 수립 및 훈련내용의

적합성

교류전원 완전상실(SBO) 사건 발생시 고리원전 부지내 각 호기 간

협조체계의 적절성과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점검하였

다. 점검결과, AAC DG　운전절차서에 다음과 같이 각 호기 간 협조체

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고리

1호기 주제어실과 AAC DG가 설치되어 있는 고리4호기 사이의 통신

상태 사전점검, AAC DG가 필요한 상황 발생시 고리4호기에 기동 및

관련차단기 조작 요청, AAC DG 기동후 운전상태 확인 요청, 소외전

원 및 EDG가 복구된 후 AAC DG 정지 요청 등 부지 내에서 필요한

협조체계가 운전 절차서(고리1호기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AAC

DG) 운전, 1-2-218)에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

분기별로 수행하는 AAC DG의 주기시험을 호기별로 순환하여 수행하

며, 이때 호기 간 협조체계에 대한 훈련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교류전원 완전상실사건 발생시 부지내 협조체계 및

훈련 수행내용은 적합하다.

2) 교류전원 완전상실에 대비한 전원복구 절차 및 교육프로그램의 적합성

교류전원 완전상실 발생시 전원을 복구하기 위한 절차서의 작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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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및 운전원에 대한 전원복구절차 교육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점검하였

다. 점검결과, 모든 교류전원(XSW-1A/B 및 XSW-2A/B)상실시 AAC

DG를 기동하기 위한 비상운전절차서에 단계별 조치사항이 적절하게

절차화 되어 있으며 (부수-0.0, 개정13), 특히 이 절차서의 단계 7.0에는

“소내 4.16kV 교류모선 부분정전(1-2-372)” 절차서에 따라 교류전원 완

전상실 원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전원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

도록 절차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운전원 대상 교육훈련 프로

그램 심의서를 점검한 결과,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20명을 대상으로 교류전원 완전상실 등과 관련된 정상, 비정상 및 비

상운전절차 등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훈련센터 모의훈련 시나리오 및 발전소 복합훈련 시나

리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교육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실제

훈련은 KINS 점검단의 요구에 따라 2012. 3. 18일 오전 10:40분부터

AAC DG 운전가능성 점검이 수행되었다(표 2.1-1 참조). 동일 오전

11:15분 AAC DG 기동 요구 시점으로부터 오전 11:21분 AAC DG 엔

진이 수동 기동할 때까지 6분이 소요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

다. (절차서 1-2-218에는 모든 교류전원 상실 사고가 발생하면 10분 이

내에, 주제어실의 운전원이 수동으로 AAC DG를 비상 기동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고리1호기의 교류전원 완전상실(SBO)에 대

비한 전원복구 절차 및 훈련계획은 적합하다.

표 2.1-1 AAC DG 운전가능성 점검

점검명 시간 점검활동내용 비고

AAC DG

운전가능성

점검

('12. 3.18)

11:15 KINS 점검단 AAC 기동요구(시험착수)

11:16
2,3,4호기 AAC 차단기 ‘4호기→ 1호기’ 배열

통보완료

11:17 4호기측 AAC 차단기개방

11:18 1호기측안전모선 차단기투입

11:19 1호기측 AAC 차단기투입 및정상배열완료

11:21 AAC DG엔진수동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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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모드 5,6에서의 AAC DG 기동절차 개선대책의 적합성

고리1호기 SBO 사건의 교훈으로 도출된 운전모드 5,6에서의 AAC

DG 기동절차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서 개정을 완료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개정된 절차서는 비정상운전절차서인 “고리1호기 소내

4.16kV 교류전원 정전, 1-2-372 (개정14)"이며, 절차 1.0 주의 사항에 운

전모드에 따라 소내 4.16kV 교류전원 복구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

술하였다.

주 의

 1. 비상운전절차서 수행 중 본 절차서의 사용이 명시된 단계 수행을 위한 

   절차서 사용 시에는 "붙임 6.4항(비상운전절차서 부록절차)"을 수행한다.

 2. 운전모드 1~4 에서 안전모선 및 비안전모선의 부분 정전 시에는 본 절차

서를 수행하고 소내정전(SBO) 발생 시에는 즉시 비상운전 절차서 부수

-0.0(고리1호기 모든 교류전원 상실)을 수행한다.

 3. 운전모드 5, 6 에서 안전모선 및 비안전모선의 부분 정전 시에는 본 절

차서를 수행하고 소내정전(SBO) 발생 시에는 다음의 조치를 수행한다.

    ➀ 경보(Fail to start 등)를 Reset 하고 비상디젤발전기(EDG)를 수동

으로 기동한다.

    ➁ 고리1호기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AAC DG) 운전(1-2-218) 에 따라 

AAC DG 차단기 배열 후 수동으로 기동하여 전원공급을 시도한다.

    ➂ 가능한 소외전원계통을 이용하여 전원공급을 시도한다.

또한 운전모드 5,6에서 안전 및 비안전모선의 부분 정전시 절차서

“1-2-372 개정 14”의 절차(1~6) 수행 중에 모든 교류전원 상실이 발생

한 경우에도 절차 1.0으로 돌아가서 해당모드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도

록 적절히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예시) 372-1 보조변압기 'A'로부터 수전 중 52M-AAT 개방에 의한 XSW-2A 정전

주 의

 1. 절차 수행 중 건전한 안전모선 XSW-2B가 전원 상실되어 모든 교류전원 상실이 발

생 될 경우 본 절차서 수행을 중지한 후 1.0항 목적의 주의로 돌아가서 해당 운전

모드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다.

 2. 비상디젤발전기가 장기간 저출력으로 운전 시 Soot 축적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배기가스 배출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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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운전모드 1~6에서의 AAC DG 기동절차가 비상운전절차서

및 비정상운전절차서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 적절하다.

4) AAC DG 연결 상태 확인

고리1,2,3,4호기의 공용설비인 AAC DG의 현재 연결상태를 점검하

였다. 점검결과, AAC DG는 2012년 3월 18일 10:53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고리1호기로 연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분기별로 각 호

기가 번갈아가며 성능적합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호

기별 AAC DG 시험시기는 표 2.1-2와 같다.

5) 전원절체 시험 및 AAC DG 성능시험 적합성

고리1호기 소내 전원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인 전원절체시

험과 AAC DG의 성능시험 적합성을 점검하였다. 즉, 소내보조변압기

(UAT)와 대기보조변압기(SAT)에서 공급되는 소내 전원이 4.16kV 모선

상에서 수동 및 자동으로 전환되는지와 AAC DG 성능시험 결과의 적

합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고리1호기 소내전력 공급원 전환시험

(1-98-364)”에 따라 수행된 전원절체 시험결과는 표 2.1-3과 같이 관련

기준 및 시험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였고, 모선 자동절체 시 해당

계열의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하여 10초 이내에 정격전압

(3.74~4.58kV) 및 정격주파수(57~63Hz)에 도달하여 합격기준을 만족하

였음을 확인하였다.

표 2.1-2 호기별 AAC DG 시험 시기

구 분 고리3호기 고리4호기 고리2호기 고리1호기

시험시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표 2.1-3 소내전원 절체시험 결과

구 분
수동절체 자동절체

UAT⇒SAT SAT⇒UAT UAT⇒SAT

기준 값 0.2초±10% 1.0초 이내

시험

값

모선 A 0.2초 0.2초 0.96초

모선 B 0.2초 0.18초 0.89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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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리1호기 AAC DG 운전가능성 시험(1-9-657)” 절차서를 수

행하여 AAC DG의 기동 및 연료유 공급계통의 운전가능성 시험을 수

행하였으며, 기동시험 결과 수동 기동 후 60초 이내에 정격전압 (도달

시간 : 48.2초) 및 정격주파수(도달시간 : 44.7초)에 도달하였고, 연료유

공급계통 운전가능성 시험도 해당 절차서의 합격기준을 모두 만족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리1호기 소내 전원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

한 전원절체시험과 AAC DG의 성능시험 결과는 적합하다.

1.4 EDG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적합성 점검

가. 목적

비상디젤발전기(EDG) 기동용 공기공급밸브의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EDG 기동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기동용 공기공급밸브를 이중화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이중화된 공기공급밸브의 현장 설치

및 성능시험 결과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기동용 공기공급밸브(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의 적합성

2) 기동용 공기계통 이중화 설계변경 타당성 평가

3) 이중화된 공기공급밸브의 현장 설치 및 성능시험 결과 적합성

다. 점검결과

1) 기동용 공기공급밸브(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의 적합성

고리1호기 기동용 공기계통 공기공급밸브인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

장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리1호

기 비상디젤발전기 ‘B' 기동실패원인 분석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였

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고리1호기 EDG-B는 금년 들어 모두 3차례

(2012. 2.9, 2.26, 3.15)의 기동실패가 있었으며, 기동실패의 원인은 솔

레노이드밸브 동작불량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3월 15일

사건조사단이 입회한 EDG 성능확인 시험시에는 솔레노이드밸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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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동작하지 않는 고착현상이 확인되었다. 이후 사건조사단은 솔

레노이드밸브의 분해점검을 요구하였으며, 한수원이 수행한 분해점

검 결과 코일 단선, 단락 등 전원 공급불량에 의한 코일 비여자 또

는 코일 소손 등의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솔레노이

드밸브 가이드튜브와 플런져 사이에 이물질이 침적되어 있으며, 가

이드 튜브 내면에 원주방향의 스크래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솔레노이드밸브의 고착현상은 이물질이 침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물질이 침적된 이유는 EDG-B 솔레노이드밸

브의 이물질유입 방지캡의 밀봉상태 불량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물질유입 방지캡의 밀봉상태가 양호한

EDG-A의 솔레노이드밸브를 분해점검 한 결과, 솔레노이드밸브 튜브

와 플런져 사이에 이물질 침적 현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솔레노이

드밸브 구조를 검토한 결과, 이물질유입 방지캡 부분 외에는 이물질

이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1호기 EDG에 대해 동일한 고장 재발방지를

위하여 외부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 타입 신모델 솔레노

이드밸브로 교체하였다. 이러한 설계변경의 결과, 솔레노이드밸브의 단

일고장에 의한 EDG 기동실패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2) 기동용 공기계통 이중화 설계변경 타당성 평가

기동용 공기계통 공기공급밸브 이중화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미한사항

변경신고서 심사(고리심사PM 12.3.26 접수, ‘12.5.10 승인)를 통해 공기공

급밸브 이중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심사 결과, 기동용 공

기공급계통 배관 및 솔레노이드밸브는 ASME Sec. III, ND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며, 밸브 내진검증 및 밸브 씰 내환경검증

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ND 3700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기존의 24VDC급 솔레

노이드 밸브를 125VDC급 솔레노이드 밸브로 교체하고, 밸브의 구동

전원도 기존의 24VDC(EDG Room Battery)에서 안전등급(Class 1E)

인 125VDC(Plant Battery)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사양은 기존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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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원전의 것과 동일하며 기술기준 KEPIC ENB 2000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전등급 1E 설비간의 독립성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솔레노이드

밸브 이중화로 인해 발전소 안전등급 125VDC의 전류 값이 524.6A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축전지의 용량이 KEPIC EEG 1100 요건에 따라

설계여유도 10%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3) 이중화된 공기공급밸브의 현장 설치 및 성능시험 결과 적합성

EDG 기동용 공기공급밸브의 이중화를 위한 배관 및 밸브 신규 설

치작업은 적합한 설계변경서(고일01-계측-DG979D)에 따라 수행되었

다. 신설 배관에 대한 용접 및 비파괴검사는 KEPIC 요건에 따라 적

합하게 수행되었으며, 비파괴검사 수행 결과, 배관 용접부에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원변경에 따라 총길이 707.1m(2,320ft)의

600V, EPR, Control, 2C-14AWG, 안전등급 케이블이 설치되었다. 케

이블 설치시 전선관은 내경의 감소가 없고, 내경 6배 이상의 곡률반

경을 유지하며, 90도 이상 각도로 3개소 이상 구부림이 없고, 포설구

간이 Pull Box 없이 45m 이상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KEPIC ENB

6420 요건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현장설치 상태 점검을 통하여 EDG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이중화에 따른 솔레노이드 밸브 구동용 전원변

경, 케이블 설치, 기동용 공기공급계통 배관 및 지지대에 대한 설계변

경과 현장설치는 관련 설계변경서 및 작업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수

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DG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작업 이후 공기공급밸브의 성능

시험은 시험절차서(임시-12-14)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신규

로 설치된 공기공급밸브를 통해 기동용 압축공기가 엔진 실린더에

공급되어 디젤엔진이 정상적으로 기동되었다. 시험절차서(임시-12-14)

에 따라 기동용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전기적 특성시험이 수행되

었는데, 절연저항, 코일저항, 동작전압 125VDC 인가상태에서 스위치

를 ON/OFF하여 전압 인가시 및 비인가시 밸브의 동작 상태를 확인

한 결과,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케이블 포설과 관련

된 전선관 설치 및 단말처리 상태는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였

으며, 케이블 포설 후 절연저항 측정결과도 2,000㏁ 이상으로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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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기적 특성 점검 결과

점검항목 판정기준
EDG A EDG B

판정
VEE-11A VEE-71A VEE-11B VEE-71B

절연저항 ≥ 5 ㏁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만족

코일저항 160±20Ω 159.93 157.97 155.75 156.90 만족

동작전압 ≤ 90VDC 41.8 39.87 40.9 39.8 만족

CYCLING
시험

OPEN /
CLOSE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만족

준 값인 1.5 ㏁ 이상을 만족하였다. 보조계전기, 푸시 버튼 설치 후

의 작동시험 및 솔레노이드밸브의 전기적 특성시험 결과도 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였다. 표 2.1-4에 솔레노이드밸브의 전기적 특성

점검결과를 정리하였다.

결론적으로, 고리1호기 EDG에 대해 기동용 공기공급밸브를 이중화

하여 적합하게 설치하였으므로 공기공급밸브의 단일고장에 따른

EDG 기동실패를 적절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1.5 EDG 성능시험, 보수 및 정비 방안 적합성 점검

가. 목적

고리1호기 EDG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EDG 상태감시, 성능시험

및 정비관리 방안의 적합성 그리고 기동실패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대

책, 타 원전에서의 고장 사례의 반영의 타당성과 보수 및 정비 이력관

리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EDG 상태감시, 성능시험 및 정비관리 방안의 적합성

2) EDG 기동실패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의 적합성

3) 타 원전 EDG 고장 사례의 반영 필요성 검토 및 반영결과의 타당성

4) 기동 실패 취약 설비에 대한 정비내용의 타당성

다. 점검결과

1) EDG 상태감시, 성능시험 및 정비관리 방안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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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신규 EDG 설치(‘13.6) 이전까지 EDG의 신뢰도를 유지하

기 위해 ’12년 7월부터 ’EDG 제어반 및 모터‘ 점검주기를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EDG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동작 및 실린더 배기‘ 점

검주기를 1개월에서 1주로 단축하며, ’EDG 연료유 및 윤활유 분석‘

점검주기를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기술지침서 주기시험 요건에 따라 EDG 기동 및 부하

운전 시험주기를 1개월에서 3일(7월 15일까지 예정)로 단축하여 시험

을 수행하고 있고, 이후 주기시험 결과에 따라 7일, 14일 주기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성능시험 주기변경 방안은 운영

기술지침서의 점검요건에 따른 것으로서 적합하다.

EDG 정지신호(엔진 과속도, 윤활유 저압력, 냉각수 고온도 등 9개

항목)를 유발할 수 있는 관련 설비(과속도 트립장치, 윤활유 여과기,

냉각수계통, 기동용 공기분배기 등)에 대한 분해·점검이 수행되었으

며, EDG 부속설비인 발전기 고정자 권선 정밀 절연 진단, 조속기 부

스터 교체 등 10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점검항목

은 이미 기존의 절차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금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점검 항목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절차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다.

2) EDG 기동실패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의 적합성

2012.2.9 20:34에 소외전원상실로 인해 안전모선 B에 저전압이 발

생하였으므로 EDG-B가 기동하여야 하나 실패하였고, 같은 날 20:36

에 수동기동도 실패하였다. 2012.2.22∼2.23에 수행된 18개월 주기의

EDG-B 성능시험 결과는 시험절차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였으나, 2012.2.26

10:22에 소내전원 전환시험(UAT→SAT) 중 EDG B가 다시 기동 실패하였

으며, 2012.3.15 10:30에 EDG-B 운전가능성 시험절차서(임시-12-10)

수행을 위해 자동기동 신호를 입력하였으나 다시 기동 실패하였다.

한수원은 EDG-B의 기동실패(2.9/2.26/3.15) 직후 EDG 현장제어반,

엔진 회전유무 등에 대한 점검과 당시 발생한 현장제어반 경보를 종

합한 결과, EDG-B의 기동실패 원인을 기동용 공기계통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으로 인한 기동용 공기공급 실패로 최종 분석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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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은 EDG-B 기동실패 당시 발생한 EDG 현장제어반 경보(Fail

to Start, Engine Shutdown), 해당 밸브 분해점검(이물질 침적 확인)

결과 기동신호는 정상적으로 입력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타당하다.

EDG-B의 잦은 기동실패에 따라 고리1호기 EDG의 신뢰성, 건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서 한수원은 EDG-A,B의 기동용

공기공급계통 솔레노이드밸브를 이중화하고 전량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계변경을 통해 EDG-A,B의 기동용 솔레노이드밸브 이

중화 및 교체 완료 후 EDG-A,B에 대한 성능시험, 기동시험 및 종합

시험을 수행한 결과, 기동용 공기공급 실패로 인한 고리1호기 EDG

기동실패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재발방지대책은 적합하다.

3) 타 원전 EDG 고장 사례의 반영 필요성 검토 및 반영결과 타당성

한수원이 국내․외 운전경험보고서 및 후속조치(시정조치) 계획 수

립 내용을 검토하여 EDG 고장 사례를 운전경험으로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고리1발전소는 CAP를 활용하여 국내․외 운

전경험보고서 및 후속조치(시정조치)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추적관리

하고 있는데, 해결된 후속조치(시정조치) 결과는 해당부서장이 검토

후 종결하도록 하고, 미결된 후속조치(시정조치) 목록에 대해서는 분

기별로 소․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타 원전 EDG 고장 사례를 적절하

게 반영하고 있다. 표 2.1-5는 EDG 관련 국내외 운전경험 활용 현황

을 나타낸 것이다.

4) 기동 실패 취약 설비 및 기기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이력관리 타당성

EDG 기동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설비(기동용 공기저장조 및 압축

기, 공기공급밸브, 기동회로 계전기 등)에 대해 과거 기동실패 사례

및 고장정비 이력을 점검하였다.

표 2.1-5 EDG 관련 국내외 운전경험 활용 현황

활용

분류

설비

개선

설비

점검

절차서

개정

중장기

계획
기적용 비적용 교육 소계

건수 1 2 3 1 1 1 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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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발생한 고리1호기 EDG의 기동실패 원인은 기동용 압축

공기 품질문제(습분, 유분, 이물질)임이 확인되어 공기공급밸브 청소,

기동용 공기여과기 청소, 공기공급계통 배관 청소 등의 조치가 이루

어졌다. 그리고 2009년 12월 기동용 압축공기 품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압축기를 추가 설치하였다. 또한 공기건조기를 신규 설치하

고 공기저장조 및 후단부 배관 재질을 탄소강에서 스테인리스강으로

교체하는 등 설계변경이 수행되었다. 2012년 2월 9일 기동용 공기공

급밸브 고장에 따라 EDG 기동실패가 발생함에 따라, 2012년 5~6월에

기동용 공기공급밸브를 이중화하여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고장에 따른

EDG 기동실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수행되었다.

따라서 기동용 공기공급계통과 관련한 설계 변경 및 후속조치(기동

용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설계변경 등)는 적합하다.

1.6 EDG 성능 및 신뢰도 확인 

가. 목적

고리1호기 EDG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25회 신뢰성시험 결과, 종합 성

능시험, 정기시험 주기 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EDG의 운전가능성

2) EDG에 대한 고장유형 및 조치 결과 타당성

3) 단일기기 고장에 의한 기동실패에 대한 대책 타당성

4) O/H시 EDG의 정비 직전 현상태(As-Is) 성능시험 수행 방안 적합성

5) EDG 신뢰성시험 결과 확인

6) EDG 종합 점검 및 정비현황

7) EDG 종합 성능시험

8) EDG 정기시험 주기

다. 점검결과

1) EDG의 운전가능성

EDG-A,B의 운전가능성 확인을 위해 기동용 솔레노이드밸브 이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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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비상디젤발전기 운전가능성 시험 결과

시험항목 시험내용 기준값 결과

기동용 솔레노이

드밸브 이중화

성능시험

솔레노이드밸브 별

구동시험

SOV 1개 구동에 의해

EDG 기동

기동 후 10초이내 정격

전압 및 주파수 유지

만족

기동시험

A : 정비후 시험

B : 연속 기동시험

기동 후 10초이내 정격

전압 및 주파수 유지

1시간 분하운전

만족

종합성능시험

기동 및 부하운전

최대 부하 탈락시험

비 필수 정지신호

우회시험

소내전원 절체시험

고속기동, 1시간 부하운전

부하탈락시 3초 이내 정격

전압 및 주파수 유지

자동정지신호가 우회됨을 확인

절체 시 EDG 기동 확인

만족

후 성능시험, 기동시험 및 종합성능시험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표 2.1-6과 같이 해당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였다.

2) 고장유형 및 조치 결과 타당성

EDG의 유효시험 실패에 대한 고장유형 및 조치결과를 점검하였으

며, 점검 결과 표 2.1-7과 같이 유효시험 실패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한수원은 ‘12.2.9에 발생한 EDG-B 기동실

패 사건을 3.12일까지 은폐하였으므로 이 실패를 EDG 신뢰도감시프

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후 실시한 현장조사 기간

중에 현장조사단은 2.9일 발생한 EDG-B의 기동실패 사건을 EDG 신

뢰도감시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수원은

EDG-B 기동실패 사건을 신뢰도감시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

3) 단일기기 고장에 의한 기동실패에 대한 대책 타당성

단일기기 고장에 의한 유효시험 기동실패의 대부분은 기동용 공기

계통에 그 원인이 있었으므로, 기동용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중화하

여 한 개의 SOV 고장시에도 EDG가 정상적으로 기동함을 확인하였

다. 즉, 한 개의 SOV는 제어전원 휴즈를 인출한 상태에서 다른 한

개의 SOV만 동작시켜서 EDG가 10초 이내에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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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시험구분

시험일자
현황 및 후속조치 고장유형 영향 평가

1

EDG A

월간시험

‘03.09.03

기동 수초 후에 자동 정지됨 :

속도계전기, 시지연계전기 교체
기동실패

계전기 오동작으로

정지, 해당 계전기

교체, 원인제거

2

EDG A

월간시험

‘04.02.04

기동 수초 후에 자동 정지됨

: 윤활유압력 스위치 도압관

충유 및 배기실시

윤활유

저압력 자

동정지

윤활유계통 배기

절차보완, 원인제거

3

EDG A

월간시험

‘05.06.23

기동후 10초이내 정격 전압,

주파수 도달하지 못함

: 기동용공기 SOV 청소

기동실패
기동시간 초과되었

으나, 비상운전 가능

4

EDG B

LCO적용

시험

‘05.10.05

154kV 수전선로 정전관련 기

술지침서 적용, 엔진 기동시

자동 정지됨

: 윤활유계통 배기 실시

윤활유

저압력 자

동정지

윤활유계통 배기

절차보완, 원인제거

5

EDG B

발전정지

‘07.04.27

345kV 송전선로 지락으로 발

전정지 시 자동기동 안됨

: 디젤기동용 공기 Line 청소

기동실패 공기공급계통 정비

6

EDG A

월간시험

‘11.09.02

기동후 10초이내 정격전압,

주파수 도달하지 못함(10.12초)

: 실린더 8번 전단 유니온

에서 누설, 유니온 조임

기동실패

기동시간 초과되었

으나, 비상운전 가능

7

EDG B

SBO

‘12.02.09

345kV 보호계전반 시험오류로

소내정전시 엔진 기동 안됨
기동실패

SOV 이중화. 단일

SOV 고장에 의한 기

동실패 원인제거

8

EDG B

자동기동

‘12.02.26

소내전원절체시험 중 자동

기동 안됨

: 기동용공기 SOV청소,

가스켓 교체

기동실패

SOV 이중화. 단일

SOV 고장에 의한 기

동실패 원인제거

9

EDG B

검증시험

‘12.03.15

검증을 위한 모의 소내전원절

체시험 시 자동기동 안됨

: 기동용공기 SOV 이중화

설계변경 수행

기동실패

SOV 이중화. 단일

SOV 고장에 의한 기

동실패 원인제거

표 2.1-7 EDG 유효시험 실패 이력 및 조치결과

수에 도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동용 공기 저장탱크는 EDG를 5

회 연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용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DG 비상운전시 단일기기 고장에 의한 EDG 정지를 방지하기 위

해 비필수 정지신호(역전력계전기, 과전류계전기, 지락계전기, 냉각수

고온도)는 우회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종합성능시험을 통해 비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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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건에서 비필수 정지신호가 우회됨을 확인하였다.

4) O/H시 EDG의 정비직전 현 상태(As-Is) 성능시험 수행 방안 적합성

EDG 정비전 시험은 O/H 시 EDG 정비직전에 현 상태(As-Is)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잠재된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O/H시 EDG 정비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고리1호

기 EDG 정비전 시험 수행방안은 한수원 공문(발전(운)75804-399,

‘12.4.27)을 근거로 하여 수립되었다.

KINS는 EDG 정비직전 현상태(As-Is) 성능시험을 월간 정기시험

절차서에 따라 O/H 착수전 일주일 이내에 수행하고, 만약 정비전

시험 시기가 정기시험 시기와 일치할 경우 정기시험으로 이를 대체

하도록 요구하였다.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여 고리1호기를 포함한 전

원전의 EDG 정비전 시험 수행방안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고리1호기 EDG의 정비전 시험 수행방안은 KINS의 요구대

로 정비전 적절한 시기에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들

을 사전에 EDG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수립되었으므로 적합하다.

5) EDG 신뢰성시험 결과 확인

고리1호기 EDG-B의 기동 및 운전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25회

신뢰성시험을 요구하였다. 이 신뢰성시험은 KEPIC ENB 6240에 규

정된 신규 디젤발전기에 적용되는 25회 신뢰성시험 요건을 준용하여

수행되었으며, EDG-B에 대해 최초 1회는 20분간 50% 부하 운전을,

2~22회는 무부하 기동시험을 수행한 후 23~25회는 100% 부하로 1시

간동안 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DG-B에 대한 25회 신뢰성시험 수행 중 24회 시험 수행과정에서

S(Stop Timer) 계전기에 유입된 서지(Surge)의 영향으로 인해 EDG

기동과 관련이 없는 S 계전기가 오동작하여 두 차례 EDG-B가 정지

되었다. 이에 따라 S 계전기에 유입되는 서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

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일반 계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회로변경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 더 이상 S 계전기 동작회로에 서지가

유입되지 않아 S 계전기 오동작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ED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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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25회 신뢰성 시험 결과는 절차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EDG-B에 대한 종합성능시험을 수행하여(6.8) 성능

이 절차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EDG-B의 운전가능성

이 확인된 이후, 운영기술지침서 표 3.8.1-1의 점검주기 요건에 따라

3일 주기 시험에 착수하여 2012.7.2 현재 10회의 시험이 수행되었으

며, 실패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DG-A는 운영기술지침서 표 3.8.1-1의 점검주기 요건에 따라

‘12.3.18부터 3일 주기로 기동시험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2.7.2 현재

총 42회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금번 점검기간 중에 솔레노이

드밸브를 교체한 후 부하시험 4회와 종합성능시험(6.20) 1회를 수행

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리1호기 EDG에 대한 신뢰성 시험 결과, EDG-A와

EDG-B는 2012.3.18일 이후 총 83회의 시험(81회 성공, S 계전기 오동

작에 의한 2회 실패)이 수행되어 신뢰도 목표값인 0.975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6) EDG 종합 점검 및 정비현황 점검

고리1호기 EDG에 대한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설계변경 작

업 이후 공기공급밸브 성능시험이 시험절차서(임시-12-14)에 따라 수

행되었으며, 한수원은 자체적으로 EDG 성능진단 절차서(임시-협력사

-12-56) 및 전문기관(MPR사) 엔진특성분석 절차서(RE-0452-1201-01)

에 따라 성능시험(8시간 이상 부하운전)을 수행하여 주요 성능변수

(정격속도, 전압, 주파수, 실린더 압력, 진동, 배기가스 온도 등) 상태

를 감시·분석하는 등 고리1호기 EDG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운전신

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수원은 매 계획예방정비기간에 EDG 정

비절차에 따라 디젤엔진 및 보조계통(기동용 공기계통, 윤활유계통,

냉각수계통 등)에 대한 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며, ‘13년 3월까지 고리1

호기 ‘비상발전기 신뢰도 유지 전담팀’을 운용하여 EDG의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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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고리1호기 EDG 점검 방안

항 목 개선 내용 조치기한 주관부서

EDG 제어반 및

모터점검

점검 주기 단축

1개월 → 2주
‘12.7 전기

EDG 기동용 SOV

동작 및 실린더 배기

점검 주기 단축

1개월 → 1주

- 발전팀 보직별 정기업

무 절차(1-2-221)추가

‘12.7
발전

기계

EDG 연료유 및

윤활유분석

점검 주기 단축

1개월 → 2주
‘12.7 화학기술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및 부하운전(1-9-123)

정기 시험

점검 주기 단축

월간 → 3일

- 향후 7일, 14일 주기로

시험 예정

‘12.7 발전

표 2.1-8은 고리1호기 EDG 교체착수 시기(‘12.3) 이전까지의 신뢰

도 유지 방안으로서 정상 예방 점검 및 성능시험 방안이다.

7) EDG 종합 성능시험 (EDG A 6.20, EDG B 6.8)

EDG A, B에 대하여 종합 성능시험인 고속기동 및 1시간 부하시

험, 소내전력 공급원 전환시험 등을 점검한 결과, 표 2.1-9와 같이 양

호함을 확인하였다.

8) EDG 정기시험 주기

정상운전 및 계획예방정비 후 비상디젤발전기의 시험 주기 및 내용

은 표 2.1-10과 같이 고리1호기 운영기술지침서의 점검요건을 만족함

을 확인하였다. 계획예방정비 후 안전주입, 격납건물 살수 및 소외전

원상실 신호에 의한 비상디젤발전기 시험 주기 및 내용도 표 2.1-11과

같이 고리1호기 운영기술지침서의 점검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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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EDG 종합 성능시험 수행결과

순번 시험내용 기준값 측정값(A/B) 판정

1 고속기동
기동후 10이내 정격 전압과

주파수에 도달

전압 : 7.2/7.1 sec

주파수 : 6.1/5.9 sec
만족

2 부하운전
정격출력 90~100%로 최소 1

시간 이상 운전
1시간 이상 운전 만족

3
단일부하

탈락

EDG 운전중 최대 단일부하

탈락 시 전압 및 주파수 변

동 기준이내, 과속도로 트립

되지 않아야함.

트립되지 않음 만족

4
보호신호

우회

비상기동 시에 아래의 4가지

신호를 제외하고 모두 우회

- 엔진과속도

- 윤활유 저압력

- 발전기차동계전기 동작

- 수동 비상정지

4가지 신호 제외하

고 우회됨
만족

5 전환시험

소내전원이 소내보조변압기

(UAT)에서 대기보조변압기

(SAT)로 자동절체시 EDG가

자동기동 되어야함.

절체시 EDG 기동

됨
만족

표 2.1-10 EDG 정기시험 주기 및 내용

시험항목(주기) 시험내용 판정

월간 정기시험

(1M)

① 출력운전 1,460~2,532kW 1시간 이상 부하시험

- 판정기준 : 기동시 전압, 주파수 10초 이내

② 연료이송펌프 자동기동 시험(일일 연료탱크

저유위시 자동기동)

만족

계획예방정비후

정기시험 (18M)

❍ 출력운전 2,763.3kW(LOCA시 재순환 단계에서의

부하량) 시험

※ 정격 최대출력(2,920kW)

만족

과속도보호 시험

(18M)
❍ 과속도 보호시험 만족

보호정지우회

연동시험 (18M)

❍ 보호정지신호 우회연동시험

- 자켓냉각수 고온, Low Forward, 과전류, 지락

계전기 등 4종류 정지 우회 경보 발생 및 EDG

계속 운전확인

만족

최대부하탈락

시험 (18M)

❍ 635kW이상 부하탈락 시험(3초 이내에 전압,

주파수 유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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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계획예방정비 후 EDG 시험 내용

시험항목(주기) 시험내용 판정

SI신호 + 소외전원 상

실 신호(BO)에

의한 시험 (18M)

① 비상모선 전압상실

② 비상모선으로부터 부하탈락

③ EDG 자동기동 및

- 10초 이내 비상부하 가압

- 부하 순차투입기에 따라 가압

- 전압/주파수 안정상태 도달

- 5분 이상 전원 공급

만족

SI신호에 의한 시험

(18M)

❍ EDG 자동기동 및

- 기동 10초 이내 그리고 시험기간 중

전압/주파수 유지

- 5분 이상 운전

만족

소외전원 상실 신호

(BO)에 의한 시험

(18M)

① 비상모선 전압상실

② 비상모선으로부터 부하탈락

③ EDG 자동기동 및

- 10초 이내 비상모선 가압

- 자동부하 순차투입기에 따라 가압

- 전압/주파수 안정 유지

- 5분 이상 전원 공급

만족

1.7 EDG 시험실패 및 고장발생시 신속한 복구조치 능력 확인

가. 목적

고리1호기 EDG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EDG 시험실패 및 고장발생시

신속한 복구조치 능력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AAC DG 연계 적합성

2) EDG 고장 발생시 진단 및 수리 능력 확인

3) 예비품 관리의 적절성

다. 점검결과

1) AAC DG 연계 적합성

AAC DG 연계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고리1호기 AAC DG 운전절

차서(계통 1-2-218)에는 모든 교류전원 상실 사고시 10분 이내에 주

제어실의 운전원이 수동으로 AAC DG를 비상 기동해서 전원을 공

급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고리1호기 AAC DG 운전가능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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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1-9-657) 절차서에는 AAC DG가 기동 후 60초 이내에 정격전

압 및 정격주파수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SBO 사건 이

후 현장조사단의 요구에 따라 2012. 3. 18일 수행된 AAC DG 운전

가능성 점검을 통해서 10분 이내 수동 기동 및 기동 후 60초 이내

정격전압/주파수 도달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2) EDG 고장 발생시 진단 및 수리 능력 확인

EDG의 정기시험 실패 또는 고장 발생시 시험절차서(1-9-123)의

‘불만족시 조치사항’에 따라 시험실패 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또한 한수원은 ‘13년 3월까지 ‘비상발전기 신뢰도 유

지 전담팀’을 운용하여 EDG 정지신호(엔진 과속도, 윤활유 저압력,

냉각수 온도 고 등 9개 항목)에 따른 정기시험 실패 또는 고장발생

원인분석 및 복구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였으므로, EDG 고

장 발생시 진단 및 수리 능력은 적절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3) 예비품 관리의 적절성

EDG 기동실패 및 정비이력을 점검한 결과, EDG 기동실패의 주원

인인 기동용 공기계통에 대한 설비개선작업(공기압축기/공기건조기

설치, 공기저장조/후단배관 재질 변경,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이 이미 수행되었으며, 공기공급밸브의 고장에 대비하여 솔레노이드

코일, 디스크, 개스킷 등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EDG 시험

실패 및 고장에 대비하여 냉각수계통, 윤활유계통 및 흡배기계통에

대한 예비품(펌프 Mechanical Seal, 인젝션 펌프, 인젝터, 조속기, 연

료공급 펌프, 필터 등)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 부품 필요시 타 발전

소 보유자재를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고리1호기 예비품 관

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

표 2.1-12 비상디젤발전기(EDG) 주요 예비품 현황

구분 기계 전기 계측 합계

항목 수량 293 20 21 334

부품 수량 3,076 51 40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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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의 계측 및 전기관련 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

조치를 할 수 있는 예비품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EDG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기동실패 취약설비, 기기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이력관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표 2.1-12와

같이 계측 및 전기관련 예비품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1.8 이동형 디젤발전기 추가배치 적합성 점검

가. 목적

고리1호기는 비상디젤발전기(EDG) 및 대체교류디젤발전기(AAC DG)

가 모두 기동 실패할 경우, 소내정전사고(SBO)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480V 교류 이동형 디젤발전기를 추가 배치하였다. 추가 배치된 이동형

디젤발전기의 성능 및 운전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 및 8시간 부

하운전시험 결과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480V 이동형 디젤발전기 추가 설치 적합성

2) 480V 이동형 디젤발전기 성능 및 운전 적합성

3) 480V 이동형 디젤발전기 성능시험

다. 점검결과

1) 480V 이동형 비상디젤발전기 추가 설치 적합성

고리1호기는 다음과 같이 전력계통과 관련된 설계기준사고(DBA)

발생시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① 소외전원이

이용 가능한 상태에서는 두 대의 소내보조변압기(UAT) 또는 대기보조

변압기(SAT)를 통해 안전등급 4.16kV 모선에 전력공급, ② 소외전원상

실시 2대의 EDG가 10초 이내에 기동하여 안전등급 4.16kV 모선에 전

력공급, ③ 소내정전사고(SBO)시 대체교류전원용 디젤발전기(AAC DG)

를 운전원이 수동 기동하여 10분 이내에 어느 한쪽 계열의 안전등급

4.16kV 모선에 전력을 공급하고 또한 축전지와 인버터에 의해 약 2시

간 정도의 계측제어용 필수전원 공급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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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BO 발생과 동시에 AAC DG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발

전소 안정정지와 관련된 설비에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동형 디젤발전기를 추가 배치

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축전지 방전종료 도달시간인 2시간이내)

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력공급의 안정

성 개선 측면에서 적합하다.

그리고 추가로 배치된 이동형 디젤발전기의 설치 및 성능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디젤발전기 용량, 보관위치 및 연결설비의 설계적합

성에 대해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디젤발전기 출력은 다음 표 2.1-13

과 같이 용량 여유도를 감안하여 500kW로 선정되었으며, 보관의 편

의성, 적합성 및 이동의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보관위치는 1호기와

2호기 격납건물 사이 공간에 배치하였다. 또한, 디젤발전기 전원공급

을 위한 연결지점은 실제 연결할 모선차단기에 가장 근접한 위치로

선정되어 1시간이내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실제

모의시험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디젤발전기 전원공급을 위한

연결용 임시케이블은 최대 허용전류가 862.1A 용량인 750MCM 케이

블과 최대 허용전류가 75.8A인 3/C #6 케이블의 2종류가 구비되었

으며, 이 케이블들은 실제 전부하 전류의 크기(752A 및 60A)보다 각

각 15% 및 26%이상의 여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480V

이동형 디젤발전기의 설치상태는 적합하다.

2) 480V 이동형 디젤발전기 성능 및 운전 적합성

480V 이동형 디젤발전기는 비안전등급 설비로서 발전소에서 안전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나, 필요시 480V 스위치기어룸에서 임시 전

원 케이블을 연결한 후 필수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설계된다.

고리1호기에 추가 배치된 이동형 디젤발전기는 품질등급 S, 내진범

주 Ⅲ, 비안전등급, 500kW, 60Hz, 3상 480V 정격용량으로 설계되었

다. 또한, 한수원은 소외전원, EDG, AAC DG 상실시 축전지 방전시

간 등을 고려하여 1시간 내에 필수설비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케이

블 포설조’와 ‘케이블 결선조’가 전원연결 작업을 수행하며,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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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3 480V 이동형 디젤발전기 용량

부하 명
총 부하

용량

디젤발전기 용량

(역률 : 0.8적용)

충전기 3대, 충전펌프 2대, 보

조급수출구밸브 2대, 안전감압

밸브 1대, 수소분석기 및 감시

기 1대, 전산기용 전원 등

456kVA
456kVA×0.8=364.8kW

(마진을 고려 500kW 적용)

(임시-12-15, 고리1호기 480V 임시 이동형 디젤발전기 운영) 및 ‘이동

형 디젤발전기 비상운전훈련 절차’에 따라 이동형 디젤발전기를 운

전할 예정이므로 적합하다.

3) 480V 이동형 디젤발전기 성능시험

고리1호기 현장에 확보된 이동형 디젤발전기의 사양을 확인한 결

과 380V, 500kW정격의 디젤발전기가 비치되어 있었으므로, KINS는

금번 점검기간 중 480V, 500kW정격의 디젤발전기로 교체하도록 요

구하였다. 그리고 380V용 부하(Load Bank)에 대해 수행한 8시간 부

하운전시험을 480V용 부하(Load Bank)에 대한 부하운전시험으로 재

수행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

형 디젤발전기의 전압설정치를 380V에서 480V로 변경하고, 변경된

480V, 500kW 정격의 비상디젤발전기의 성능 및 운전적합성을 확인

하기 위해 8시간 부하운전시험을 수행하였다. 점검결과, 발전기가 기

동신호(Start 키에 의한 기동)에 의해 정상기동 하였으며, 480V 무부

하 상태로 10분 동안의 전압(456~504V), 주파수(57~63Hz)가 정상범

위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순차적으로 부하를 100kW 씩 투

입하면서 정격시험 부하인 500kW에 도달되었을 때의 전압, 주파수,

전류, 역률 값이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으며, 500kW에서 8시간 수행

된 연속부하시험 시의 모든 운전 상태도 부하운전 시험절차서의 판

정기준에 적합하였다. 따라서 고리1호기 이동형 디젤발전기 성능시

험 결과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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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DG 설비 신품 교체계획 적합성 점검

가. 목적

고리1호기 EDG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EDG 신품 설비 교체계획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발전기, 엔진 및 보조설비 등의 설계기준 적합성

2) 현장 설치 계획의 적절성

다. 점검결과

1) 발전기, 엔진 및 보조설비 등의 설계기준 적합성

발전기의 설계기준 및 용량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KEPIC ENB

6240 "예비 전력 공급용 디젤 발전기 유닛"에 따라 선정된 교체 발전기가

설계, 검증 및 시험요건, 고리1호기 Tech Spec. 3.8.1의 점검요구사항 등

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EDG 용량도 기존의 2,920kW에

서 3,500kW로 증가시켜서 고리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된 발전소 설비개

선에 따른 추가 전기부하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였으므로,

신품의 발전기의 설계기준 설정내용 등은 적합하다.

디젤엔진은 DEMA(Diesel Engine Manufacturer's Association

Standard Practices)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KEPIC END 2000 요건에

따라 내진검증이 수행되었으므로 적합하다.

EDG 보조계통(기동용공기계통, 냉각수계통, 연료이송계통 등)은 안전등급

3으로 분류되어 ASME Code Sec. III, ND (Class 3 Components)에 따라 설

계되었으므로 적합하다. 또한, EDG Room내의 전기 패널을 전면교체하고,

기존 EDG 제어 Desks, Synchronizing Panel, AVR Panel을 철거하고 최

신 설계기준 및 인간공학 설계개념이 적용된 신규 현장제어반을 설치할

것이므로 운전용이성 및 조작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KEPIC ENB

2000 및 1100 요건을 적용하여 독립성, 다중성 및 물리적 이격요건을 만

족하며, 분산된 보조설비 기동조작 패널을 신규 현장제어반에 집중화함으

로써 EDG 운전시 인적오류 방지 등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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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설치 계획의 적절성

비상디젤발전기 신품 교체 일정이 2013년 3~6월이므로 이번 안전점

검 기간에는 EDG 현장 설치 계획에 대한 사전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EDG 교체는 최신 규제지침 및 기술기준을 적용한 신형 발전기로 교

체하는 것으로 한수원의 설치일정, 현장 설치 계획, 설계변경서(고일01-

설비-DG-917D)의 설계변경 내용을 확인하였다. 현재 고리1호기 신규

EDG는 제작 중이며, 제작 완료시 임시장소에 보관하고, 기존 EDG를

반출한 후 신규 EDG를 반입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설치시 계통설계의

독립성과 다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KEPIC ENB 1100 요건을, 물리적

이격요건에 대해서는 KEPIC ENB 2000요건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

장 설치 계획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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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로 용기

가. 목적

고리1호기 계속운전 심사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 점검을

통해 원자로용기가 계속운전 종료시점까지 건전함을 확인한 바 있으나,

정전사건 이후 또다시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운전 심사내용 및 계속운전 이후 수행된 원

자로용기 노심대 체적비파괴검사 결과를 재점검하여 원자로용기의 건

전성 유지 여부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에 대한 건전성평가 절차, 평가 결과 및 노심대 용접부 체적비파괴검사

결과를 재점검하고, 감시시험편 설치 현황 등을 재확인하여 중성자 조

사취화에 따른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유지 여부를 재확인한다. 또한 원

자로용기 건전성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수행되었던 제3자(성

균관대학교 SAFE 연구센터) 검증평가 결과를 재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건전성평가 절차

2) 건전성평가 결과

가) 감시시험편 분석

나) 최대흡수에너지

다)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라) 압력-온도 제한곡선

마) 제3자 검증평가 결과

바) 요약

3) 원자로 노심대 용접부 검사 결과

4) 감시시험편 설치 현황

5) 결론

다. 점검결과

1) 건전성평가 절차

페라이트계 저합금강(Ferritic Low Alloy Steel) 원자로용기 재료는 고

속 중성자에 노출되면 그림 2.2-1에서와 같이 최대흡수에너지(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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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중성자 조사취화에 따른 재료 열화

Shelf Energy, USE)가 감소하고 가압열충격(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저항성이 감소하는 등의 조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

현상이 발생한다.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는 구리함량이 높은 용접재

가 사용되어 조사취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7호(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

한 조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감

시시험편 부착), 제63조 제1항 제3호(중성자 조사 감시·평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및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호(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

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수원은 중성자 조사로 인

하여 원자로용기의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평가하

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중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로용

기 재료의 특성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감시시험(Surveillance

Test)을 수행하고, 감시시험 평가결과가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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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원자로용기 노심대 및 감시용기 위치

원자로용기 감시시험을 위해 원전 건설 시에 그림 2.2-2에서와 같이

원자로용기 노심대 부근에 원자로용기와 동일한 재료·용접재·제작법

으로 미리 가공한 시편(인장시편, 충격시편, 파괴시편)을 담은 감시용

기(Surveillance Capsule)를 설치하고, 계획된 시점에 인출하여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용기 재료의 특성변화를 감시한다. 감시용기 내에

는 원자로용기 재료의 인성(취성) 변화 측정용으로 샤르피 시험편, 파

괴 시험편이 담겨 있으며, 인장물성치 변화 측정용으로 인장시험편이

담겨 있다. 고리1호기 감시용기의 경우, 그림 2.2-3에서와 같이 감시용

기 1개당 샤르피 시험편(48개), 파괴시험편(9개), 인장시험편(9개), 중성

자감시자 및 온도감시자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시용기 6개가 원

자로용기 내부의 열차폐체(Thermal Shield) 외벽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림 2.2-3 고리1호기 감시용기 시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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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피 충격시험법 파괴 시험법

시험편 
형상

시험편 
특징

노치(notch)가 있음 균열(crack)이 있음

시험 
방법

샤르피 충격시험기로 충격을 
가해 파단시킴

파괴시험기로 천천히 시험편의 
균열을 진전시킴

획득 
데이터

USE 및 RTNDT 파괴인성치 및 파괴저항곡선

특징

- 시험편이 단순하고 작음
- 시험방법이 간편함
- 20세기 초반부터 사용된 전통

적인 방법임
- 평균적인 취성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음
- 원자로 파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균열의 파괴거동을 정
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움

- 정확한 균열 거동을 나타낼 수 있
는 인성 물성치를 얻을 수 있음

- 원자로 파단은 균열에 의해 발생
한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방법임

- 시험이 어려움 (1970년대부터 사
용된 방법임)

- 평가 방법이 복잡함

공통점
- 두 방법 모두 인성(취성)을 측정하는 방법임
- 두 방법 모구 Micro Void/Crack 등의 존재 유무를 현미경 등으로 

측정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음

가동원전
원자로  
인성

평가기준

USE ≥ 50 ft-lb (68 Joule)

(1) 100% 체적 비파괴검사를 통해 
균열이 없다는 것을 보일 것

(2) 파괴시험을 통해 파괴인성 데이
터를 구할 것

(3) 가상균열을 가정하더라도 안정
하다는 것을 파괴해석을 통해 
입증할 것

원자로용기 감시시험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고시에 원자로용기

재료특성을 감시하기 위한 시편종류(인장시편, 충격시편, 파괴시편)

와 시험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원자로용기 재료의 인성(취성) 측

정을 위해 샤르피 충격시험과 파괴시험을 수행하며, 각 시험방법의

차이는 다음 표 2.2-1과 같다.

표 2.2-1 샤르피 충격시험법 및 파괴 시험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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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 및 미연방규제법 10CFR50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허용된 운전기간 말기에 샤르피(Charpy) 최대흡수

에너지가 68 Joule (50 ft-lb) 이상, 그리고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RTPTS) 값이 모재와 축방향 용접부에서는 132℃ (270℉) 이하, 원주

방향 용접부인 경우에는 149℃ (300℉) 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자로용기 재료의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가 68 Joule

이하로 감소하거나 가압열충격 기준온도가 14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적인 파괴역학해석 등을 통해 원자로용기의 건

전성을 정밀하게 확인한 이후에 운전을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인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를 그림 2.2-4에

제시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허용된 운전기간 말기에 가압열충격 기준온도가

10CFR50.61의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평가된 해외

원전 Kewaunee, Point Beach 1&2 등의 조치사례를 확인한 결과,

원자로용기의 등가여유도를 파괴역학해석을 통해 확인하고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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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방법에 따라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를 정밀하게 평가하였다.

본 정밀한 방법은 10CFR50, App. G, KEPIC MIZ 부록 K, IAEA

TECDOC-1631 등에 규정된 방법으로 미국, 유럽, IAEA 등 국제적

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써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에

적용된 평가절차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2) 건전성평가 결과

가) 감시시험편 분석

원자로 감시시험편(대체감시자 포함)에 대한 시험결과를 분석 및 평

가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등의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재확인하였다.

고리1호기 1차에서 5차 감시시험까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원

자로용기의 중성자 조사취화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를 확인하였으

며, 원자로 압력용기 노심대영역 용접재(Linde 80) 시편 등을 포함

한 감시시험 평가 및 후속조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

호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감시시험과 관련된

파괴시험 장비 및 시편형상 등을 그림 2.2-5에 제시하였다. 또한, 원

자로 압력용기가 받게 되는 중성자 조사량을 감시할 대체감시자 설

치 및 인출 계획 프로그램(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표 16.4.4-5-1)을 점

검하였으며, 제1~4차 대체감시자에 대한 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2-5 원자로용기 감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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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최대흡수에너지 평가

나) 최대흡수에너지

최대흡수에너지 평가는 원자로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연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재료의 파괴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다.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의 최대흡수에너지가 68 Joule 이하로 나타나,

계속운전 심사기간 중 상세평가 요건에 따라 i) 노심대에 대한

100% 체적검사, ii) 파괴인성시험 및 iii) 파괴역학해석이 수행되었

다. 그림 2.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밀한 방법인 파괴역학 평가결

과, i) 노심대 용접부에 100% 체적비파괴검사 결과 균열이 없었고,

ii) 원자로용기 재료 시편을 이용하여 파괴인성 물성치를 적합한 방

법에 따라 확보하였으며, iii) 확보된 파괴인성 물성치를 이용한 파

괴거동해석을 통해 원자로용기에 균열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는 파괴역학

적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므로 계속운전 종료시점까지 원자로용기의

전전성이 유지된다.

다)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가압열충격(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평가는 PTS 발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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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미국 기계학회(ASME)에서는 Master Curve를 이용하여 가압열충

격 기준온도를 평가할 수 있는 ASME Code Case N-629를 1999년

에 제정하였으며, 미국 NRC에서는 2002년에 Code Case N-629를

ASME Code Sec. XI의 사용 가능한 Code Case로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계속운전 심사과정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

호의 가압열충격 평가기준(10CFR50.61)에 따라 Master Curve 방법

론을 적용한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평가결과를 검토한 바 있다.

1998년까지 수행된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한 1~4차 감시시험 결

과, 가압열충격 기준온도가 계속운전 종료시점 이전에 허용온도인

14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림 2.2-7에 제시된 바

와 같이 정밀한 파괴시험결과를 이용한 ASME Code Case N-629의

Master Curve 방법에 따라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를 재평가한 결과,

고리1호기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는 계속운전 종료시점에서 127℃로

평가되어 허용기준(149℃ 이하)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가압열충격

발생시에도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2.2-7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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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

라) 압력-온도 제한곡선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는 원자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압

력 및 운전온도를 안전운전영역 내로 유지하기 위해 수행한다.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의 노심대에는 축방향 용접부가 존재하지 않

으나, 과거에는 축방향 용접부를 가정하여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조

건을 적용함으로써 압력-온도 운전영역이 좁았다. 계속운전 심사과

정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에 따라 ASME Code

Case N-641을 적용하여 그림 2.2-8에서와 같이 압력-온도 제한곡선

의 안전운전영역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제3자 검증평가 결과

고리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 중 한수원이 제출한 원자로용기의 건

전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계속운전 종료시점까지 원자로용기의 건

전성이 유지됨을 확인한 바 있으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1년에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의 건전성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

부 전문기관에 제3자 검증평가를 의뢰하였다. 제3자 검증평가를 수

행한 성균관대학교 SAFE 연구센터는 기기 건전성평가 전문기관으

로서 사업자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파괴역학 평가를 수행하여 고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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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원자로용기가 건전함을 재확인하였다. (그림 2.2-12 ‘고리 1호

기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검증결과 보고서’ 참조)

주요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최대흡수에너지가 68 Joule 이하일 경우에 적용하는 국제표준

(ASME App. A and K, NRC Reg. Guide 1.161) 및 3차원 유한요

소해석 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

은 파괴역학해석 전문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으며, 원자로용기에 가상균열을 고려하고 하중(압력, 온도)을 작용

시켜 균열성장량에 따른 Applied J-적분(Japplied) 값을 평가하였다.

검증결과,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는 그림 2.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속운전 종료시점까지 최대흡수에너지에 대한 허용기준(Japplied <

J0.1) 대비 안전여유도를 2.6 이상 확보하고 있다.

· 가압열충격 기준온도(RTPTS) 계산 절차는 그림 2.2-10과 같으며, 가

압열충격 기준온도 평가를 위해 국제표준에 준한 파괴인성 마스

터커브 방법(ASTM E1921/BAW-2308/ASME Code Case N-629/NRC

키와니 원전 승인기준)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하였다. 검증결

과, 고리1호기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결정에 적용된 방법론은 타당

하며, RTPTS 값도 적합하다.

- Level A/B 하중조건 - - Level C/D 하중조건 -

그림 2.2-9 탄소성 파괴역학 건전성평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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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계산 절차

· 압력-온도 제한곡선과 관련하여 그림 2.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 기술기준인 ASME Sec. XI App. G 절차를 분석하였고 추가

적으로 Code Case N-588 및 N-641의 평가절차에 대한 기술검토

를 수행하였다. 검증결과, 고리1호기 압력-온도 제한곡선 작성에

적용된 방법론은 타당하였다.

그림 2.2-11 압력-온도 제한곡선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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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검증결과 보고서

바) 요약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건전성 확인을 위해 최대흡수에너지, 가압열

충격 기준온도,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원자로용

기가 건전함을 재확인하였다.

· (최대흡수에너지) 최대흡수에너지가 68 Joule 보다 낮아 정밀한

파괴시험 및 해석을 통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하였고, 추

가로 원자로 노심대 용접부에 대한 100% 체적비파괴검사를 통해

균열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호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정밀한 파괴시험 결과와

ASME Code의 Master Curve 방법으로 구한 가압열충격 기준온

도(127℃)가 허용기준(149℃)을 만족하였다.

· (압력-온도 제한곡선) 압력-온도 제한곡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

시 제2012-08호에 따라 ASME Code를 적용하여 적절히 작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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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충분한 안전운전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3) 원자로 노심대 용접부 검사결과

원자로용기 노심대 영역의 용접부에 대한 체적비파괴검사(초음파탐

상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및 KEPIC MI 요건에 따라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있으며, 제3주기 7차 가동중검사(2006년) 결과인 초음파탐

상검사 신호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웨스팅하우스사 등)가 추가

로 평가하여 KEPIC MI의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로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10년

에서 5년마다 점검하도록 검사주기를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제4주기 6차 가동중검사(2014년 예정) 일정보다 앞당겨 제4

주기 4차 가동중검사(2012년)에서 체적비파괴검사가 수행되었다. 고

리1호기 원자로용기의 노심대 용접부에 대한 100% 체적 비파괴검사

결과, 균열이 없어 KEPIC MI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4) 감시시험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에 따라 감시용기를 모두 인출

한 경우에는 원자로용기의 실제 조사취화 조건이 예측에 사용된 조

건과 수명말기까지 계속해서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선

량측정 프로그램(대체감시자 설치)이 수립·이행되고 있다.

감시용기는 중성자속이 높은 노심(Core) 가까이에 설치되어 실제

원자로용기 내벽이 받는 중성자 조사량 보다 몇 배 많은 양(선배율,

Lead Factor라 함)을 받기 때문에 설계수명말기 원자로용기 재료의

조사취화 특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고리1호기 감시용기 6개 중 5개(V, T, S, R, P)에 대한 파괴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원자로용기 내벽면 기준으로 40년 운전에 해당하는

중성자 조사량을 받은 감시용기(P)에 대한 파괴시험을 통해 계속운

전 종료시점(2017년)까지 원자로용기가 건전함을 확인하였다. 고리1

호기 계속운전 이전 감시용기 인출현황은 아래 표 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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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고리1호기 계속운전 이전 감시용기 인출 및 시험 요약

인출시기및 감시용기
중성자조사량

(×1019 n/cm2)

USE

(Joule)

ART*

@ EOL (℃)

RTPTS

@ EOL (℃)

1차 ('79.11) V 0.543 64.8 134.7 -

2차 ('84.8) T 1.120 56.7 135.7 -

3차 ('85.10) S 1.222 63.0 137.7 -

4차 ('88.2) R 2.989 54.5 138.1 -

5차 ('99.9) P 3.883 54.8 142.3 126.7**

6차 ('04.2) N 4.5(예측) - - -

  *) ART : Adjusted RTNDT 

 **) RTPTS : Master Curve 방법 적용

‘12년 6월 현재, 고리1호기 계속운전기간 동안 원자로용기의 조사취

화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용기 2개(조사 시험재 N형, 비조사 시

험재 A형)가 아래 표 2.2-3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제28차 계획예방

정비기간에 설치, ’11.1)

또한, 원자로용기에 조사되는 중성자속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

해 대체감시자가 설치되며, 고리1호기 대체감시자 설치 및 인출 현

황은 아래 표 2.2-4와 같다.

표 2.2-3 고리1호기 계속운전 이후 감시용기 설치 현황

설치시기 감시용기 비고

'11.01 N 목표조사량내벽기준 50 EFPY

'11.01 A 목표조사량내벽기준 68 EFPY

표 2.2-4 대체감시자 설치 및 인출 현황

호 기 최초 설치일
1차 인출

2차 설치

2차 인출

3차 설치

3차 인출

4차 설치

4차 인출

5차 설치

고리1호기
22차 O/H

‘04/03/01

23차 O/H

‘05/03/11

24차 O/H

‘06/05/09

25차 O/H

‘07/06/12

28차 O/H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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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감시시험계획(감시시편 및 대체감시자 설치

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

험 기준) 요건을 만족한다.

5) 결론

고리 1호기 원자로용기의 조사취화에 따른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운전 심사결과(최대흡수에너지,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압력-온도

제한곡선)와 제3자 검증평가 결과 등 파괴역학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계속운전 종료시점까지 고리 1호기 원자로용

기의 건전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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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년열화

3.1 주요 기기, 배관 및 구조물의 경년열화 관리 적합성

3.1.1 기기 및 배관의 피로건전성 및 수명평가

가. 목적

고리1호기 안전등급 1 기기 및 배관의 피로수명평가의 적절성을 확인하

기 위해 기기 운전주기 및 과도상태 이력 관리, 피로감시시스템의 과도

상태 횟수 및 누적피로계수 평가결과를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기기 운전주기 및 과도상태 이력 관리

2) 피로감시시스템의 과도상태 횟수 및 누적피로계수 평가결과

다. 점검결과

1) 기기 운전주기 및 과도상태 이력 관리

고리1호기 계속운전 평가항목 중 안전등급 1 기기 및 배관의 피로수

명평가를 위해 기기 운전주기 및 과도상태 이력 관리, 횟수 산정결과

와 피로감시시스템의 과도상태 횟수 및 누적피로계수 평가결과를 점

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ASME Code Sec. III 규정에 따라 피로누적계

수 요건(CUF<1.0)을 만족하였다.

기기 운전주기 및 과도상태 횟수 산정결과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절차

서(0-9-609) “고리 1,2호기 기기 운전주기 및 과도상태 횟수 점검”에

따라 주기적으로 기기 과도상태 이력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까지 발전소 정상상태, 이상상태, 사고상태, 시험조건에 대한 과

도상태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

2) 피로감시시스템의 과도상태 횟수 및 누적피로계수 평가결과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절차서(1-1-034)에 따라 고리1호기 피로감시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으며, 원자로용기, 가압기, 냉각재 배관 등의 주요부위에 대

한 피로누적계수를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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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강재 격납건물 및 관통부 수명평가

가. 목적

고리1호기 강재 격납건물과 관통부가 계속운전 기간 동안 의도된 안전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피로수명 관점에서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강재 격납건물 설계하중 평가

2) 강재 격납건물 과도상태 평가

다. 점검결과

1) 강재 격납건물 설계하중 평가

강재 격납건물의 경우 대기압과 운전압력 사이의 반복 횟수, 정상운전

중 압력 변동, 기동 및 정지에 따른 온도 차이, 압력을 제외한 모든 기

계적 하중의 변동 등이 ASME NE 3221.5(d) (피로수명 평가가 불필요

한 조건) 요건을 만족하였다.

2) 강재 격납건물 과도상태 평가

온도 및 압력변화에 가장 취약한 배관 관통부인 주증기 및 주급수 배

관 관통부의 경우 예상 과도상태(가열 및 냉각) 발생 횟수가 설계에서

고려한 과도상태 발생 횟수보다 적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강재 격납건물과 관통부는 계속운전기간 동안 피로 측면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3.1.3 안전관련 기기, 구조물 및 계통에 대한 경년열화 관리 점검

가. 목적

고리1호기 주요 기기, 구조물 및 계통(SSC: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에 대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의 이행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점검내용

1) 경년열화 관리계획 통합관리지침 및 이행방안의 적합성

2) ‘안전등급 1, 2, 3 기기 가동중검사’ 등의 개별 경년열화관리계획의 이

행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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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검결과

1) 경년열화관리계획 통합관리지침 및 이행방안의 적합성

- 경년열화관리계획(Aging Management Program, AMP)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지침, 관리조직 및 관리절차 등을

점검하였다. 경년열화관리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가압 경수로형 원전 계속운전 평가지침서(KINS/GE-N8)에 따라 적절

하게 수립 및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고리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제17.0절(계속운전기간의 경

년열화관리계획 및 시간제한 경년열화평가)에는 가압 경수로형 원전

계속운전 평가지침서(KINS/GE-N8)를 반영한 경년열화관리계획 내용

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경년열화관리는 FSAR 및 관련 절차서

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다.

-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전 안전점검결과 개선사항(6-3. 경년열화

관리계획 통합관리방안 수립 및 이행, 2012년 완료 예정)에 따라 한

수원은 고리1호기 경년열화관리계획 통합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

(1-1-100 개정0, 고리1호기 경년열화관리계획 운영지침, 2012년 2월)를

수립하고, 경년열화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향후 경년열화관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경년열화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운전경험 반영, 주기적 검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년열

화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검토를 포함하는 개별 관리절차가 수립·운

영될 예정이다.

2) ‘안전등급 1, 2, 3 기기 가동중검사’ 등 주요항목별 경년열화관리 이행

결과 적합성

- 안전등급 1, 2, 3 기기 가동중검사

안전등급 1, 2, 3 기기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전력산업기술기

준(KEPIC) MI 요건에 따라 검사대상 기기 및 영구 부착물에 대한 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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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 영향을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안

전등급 1, 2, 3 압력경계 기기와 용접부, 펌프케이싱, 밸브몸체, 압력유

지 볼트를 포함한 영구 부착물의 주기적인 육안검사, 표면검사 또는 체

적검사와 누설검사로 구성된다.

가동중검사 결과 용접부 등 검사대상에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균열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하며, 결함이 확인되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I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유사부위에 대한 확대검사가 수행

되어야 한다.

안전등급 1, 2, 3 기기 가동중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및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I 요건에 따라 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LTP)가 적절히 수립되

어 있으며, 검사대상은 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에 따라 계획예방정비기간

에 가동중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다.

안전등급 1, 2, 3 기기 가동중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

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KEPIC MIA-2300 및 부록

VIII, ASNT CP-189 등 관련 요건을 만족한 비파괴검사원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비파괴검사 장비는 교정기관에서 적합하게 교정을 받아 유효

기간을 만족하였으며, 검사 수행 전에 관련 기술기준(KEPIC MEN

1000, 3000, 4000, 5000, 7000 등) 및 절차서(ANSCO-NDE-98-PT-1 등)

요건에 따라 교정시험편을 사용하여 유자격자에 의해 교정 작업이 적합

하게 수행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안전등급 1, 2, 3 기

기 가동중검사 방법은 액체침투탐상검사, 자분탐상검사, 육안검사 및 초

음파탐상검사 방법으로서, 해당 절차서인 ANSCO-NDE-98-PT-1,

ANSCO-NDE-98-MT-1, ANSCO-NDE-98-VT-1, ANSCO-NDE-98-GEN-3

및 기량검증 절차서(KPD-UT-1～UT-5)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검사결과 허용기준(KEPIC MIB-3500 등)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

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주증기계통 배관 용접부(6-MS-B-2519 "1")에 대

해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배관 외관 상태가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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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주증기계통 배관 가동중검사 대상 용접부

- 안전등급 지지대 가동중검사

안전등급 지지대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은 안전등급 지지대 및 방진기에

대한 가동중검사를 통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

램은 안전등급 지지대에 대해 육안검사를 활용하여 지지대의 기계적 및

구조적 상태와 지지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등을 관리한다.

안전등급 1, 2, 3 기기 및 배관에 설치된 지지대와 유압식/기계식 방진

기의 건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며, 지지대의 변형, 이탈, 열화 등이 없이

건전성이 유지되고, 방진기의 성능이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등급 지지대는 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에 따라 가동중검사(육안검사)

가 주기적으로 점검이 수행되고 있으며, 지지대에 대한 제4주기 4차 가

동중검사 결과 기계적 연결부의 이탈, 지지물 정렬상태 불량 등이 없어

허용기준(KEPIC MIF-3000)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

다. 기계식 및 유압식 방진기는 유압식 방진기 점검 절차(0-9-332), 기계

식 방진기 점검절차(1-8-041) 및 방진기 사용수명감시 절차(1-7-107)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육안점검 및 성능시험)이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점검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주증기계통 배관 방진기(MSH-38)와 기기냉각수계통 배관 방진기

(CCH-666)에 대해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방진기의 점검값(Indication

Position)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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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증기계통 배관 방진기 기기냉각수계통 배관 방진기

그림 2.3-2 주증기계통/기기냉각수계통 배관 가동중검사 대상 용접부

- 원자로용기 감시

원자로용기 감시 관련 점검내용은 본 보고서의 II.2항에 상세히 기술하

였다.

- 수화학

수화학 프로그램은 계통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를 줄이고 일반부

식, 틈새부식, 공식 및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재료손실을 줄이기 위한 프

로그램이다. 미국 전력연구원의 지침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증기발생기

관리프로그램(SGMP) 통합지침서에 따라 1, 2차 냉각수의 화학종(염화

물, 불화물, 황산염 등)을 규정된 제한치 이내로 관리한다.

1, 2차 계통 기기의 부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점검항목, 점검

주기 및 점검방법이 증기발생기 관리프로그램(SGMP) 통합지침서 및 관

련 절차서 등의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

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수질관리를 위해 1차계통 수질관리 절차와 2차계통 수질관리 절차가 적

절히 수립되어 있으며, 동 절차에 따라 1, 2차 계통 수질관리를 위한 수

질분석이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수질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전도도 측정기, pH 측정기 등 수질분석 장

비와 1·2차 계통에 설치된 용존산소 측정기 등 연속측정기에 대한 점검

및 검·교정도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점거되고 있는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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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증기발생기 습식보관수의 pH 측정값

또한 증기발생기 습식보관수의 pH에 대해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9.88로 절차서(0-6-104, 고리1호기 2차계통 정지 중 휴관처리)의 허용기

준(9.8 이상)을 만족하였다.

- 붕산부식

붕산수 누설에 대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붕산에 취약한 재질로 구성된 기기가 붕산부식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붕산수가 누설될 수 있는 부위의 탄소강 기

기 등에 대해 관리된다. 본 프로그램은 붕산수 누설에 잠재적으로 영향

을 받는 붕산부식에 민감한 안전등급 기기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붕산

수 누설이 가능한 부위에 대한 육안검사를 수행하고, 붕산 석출물 발견

시, 석출물 제거, 손상유무 평가 등의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붕산부식 검사대상에는 원자로 헤드, 가압기, 증기발생기 노즐부위, 밸

브 및 플랜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붕산수를 함유하고 있는 안전등급

기기를 대상으로 붕산부식 검사 및 평가 절차서(0-8-010)에 따라 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

과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충전펌프(A)의 출구 플랜지에서의 붕산석출물 존재여부를 현장점

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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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충전펌프‘A' 출구 플랜지

- 유동가속부식

유동가속부식 프로그램은 유동가속부식으로 인한 배관 및 기기의 감육

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미국 전력연구원의 지침서, KEPIC

MN 및 국내 운전경험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절차서(표준기행 정비-10)

에 따라 수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감육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정확한 예측이나 필요시 기기의 정비 또는 교체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검사 등이 포함된다. 본 프로그램에는 탄소강 재질의 배관, 밸브몸

체, 엘보우(Elbow), 익스팬더(Expander) 등의 기기를 대상으로 하여 초

음파탐상검사로 벽 두께를 측정한다.

유동가속부식으로 인한 탄소강배관의 감육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력

연구원 지침서 및 국내 운전경험 등을 반영한 절차서(표준기행 정비-10)

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다. 탄소강배관 감육 관리 절차서(표준기행 정

비-10)에 따라 매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초음파두께측정이 적합하게 수

행되고 있으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배관은 교체되고 있다.

유동가속부식 점검을 위해 수행된 초음파두께측정은 비파괴검사학회

(ASNT) SNT-TC-1A 요건을 만족한 비파괴검사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비파괴검사 장비는 교정기관에서 적합하게 교정을 받아 유효기간을 만

족하였으며, 검사 수행 전에 관련 절차서(표준기행 정비-10) 요건에 따

라 교정시험편을 사용하여 유자격자에 의해 교정 작업이 적합하게 수행

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탄소강배관 감육 확인을 위해

수행된 초음파두께측정은 관련 절차서(표준기행 정비-10)에 따라 적합하

게 수행되었으며, 안전등급 배관에 대한 두께측정결과가 최소요구두께

를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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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주급수계통 배관 초음파두께측정

또한 주급수 펌프(A) 출구의 직경 16인치 탄소강 배관(TDB02E06)에 대

해서 현장점검(초음파두께측정)을 수행한 결과, 측정 최소두께값(0.756인

치)이 최소요구두께(0.684인치) 이상으로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 원자로 헤드 스터드

원자로 헤드 스터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은 가동중검사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원자로 헤드 스터드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

기 위해 KEPIC MIB의 표 MIB 2500-1에 따른 가동중검사가 수행한다.

원자로 헤드 스터드 가동중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및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I 요건에 따라 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LTP)가 적절히 수립되

어 있다. 검사대상은 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동중

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다.

원자로 헤드 스터드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KEPIC MIA-2300 및

ASNT CP-189 등 관련 요건을 만족한 비파괴검사원에 의해 수행되었으

며, 비파괴검사 장비는 교정기관에서 적합하게 교정을 받아 유효기간을

만족하였으며, 검사 수행 전에 관련 기술기준(KEPIC MEN) 및 비파괴

검사 절차서에 따라 유자격자에 의해 교정 작업이 적합하게 수행된 지

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원자로 헤드 스터드에 적용된 가동

중검사 방법은 초음파탐상검사 방법으로서,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적합하

게 수행되었으며, 검사결과 허용기준(KEPIC MI)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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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 니켈합금 노즐 및 관통부

1차측 응력부식균열로부터 니켈합금 노즐 및 관통부의 건전성을 보장하

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대상 기기 및 용접부 확인, 취약한 기기 확인을

위한 1차측 응력부식균열 민감도 평가, KEPIC MIB에 따른 가동중검사,

취약한 기기 또는 용접부에 대한 강화된 검사 등을 포함한다.

니켈합금 노즐 및 관통부의 경년열화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가동중검사

관리 절차서(표준기행 시험-04) 및 붕산부식 검사 및 평가절차가 적절히

수립되어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노즐 용접부, 원자로 상·하부 헤드 관

통관 등을 포함하여 니켈합금(Alloy 600)으로 된 용접부 검사를 위해,

미국 NRC EA-03-009 요건 등을 반영한 장기가동중검사계획에 따라 가

동중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다.

니켈합금 노즐 및 관통부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KEPIC MIA-2300

및 부록 VIII, ASNT CP-189 등 관련 요건을 만족한 비파괴검사원에 의

해 수행되었으며, 비파괴검사 장비는 교정기관에서 적합하게 교정을 받

아 유효기간을 만족하였으며, 검사 수행 전에 관련 기술기준(KEPIC

MEN) 및 절차서 요건에 따라 교정시험편을 사용하여 유자격자에 의해

교정 작업이 적합하게 수행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또

한 니켈합금 노즐 및 관통부에 적용된 가동중검사 방법은 초음파탐상검

사 방법 등으로서, 해당 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검사결

과 허용기준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니켈합금 노즐 및 관통부의 응력부식균열 발생 억제를 위한 수화

학감시 및 제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증기발생기 관리프로그램

(SGMP)에 따라 수화학 관리변수를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운전경험을

반영하여 배플포머볼트 부위에 대한 가동중검사를 강화하고, 미국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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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Primary Water Chemistry Guideline을 반영하여 원자로냉각

재 수질을 관리한다.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은 KEPIC MI에 따라 가동

중검사가 수행되며, 배플포머볼트는 가동중검사 강화의 일환으로 초음

파탐상검사가 수행된다.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의 가동중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및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MI 요건에 따라 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LTP)가 적절히 수립되

어 있으며, 검사대상은 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에 따라 해당 계획예방정

비기간에 가동중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다.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에 대한 제4주기 4차 가동중검사는 원자력안전위

원회 고시 제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KEPIC

MI 등 관련 절차서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검사결과 허용기준

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 볼트결합 건전성

볼트결합 건전성 프로그램은 볼트결합의 경년열화 관리를 통해 볼트결

합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볼트결합 검사를 위해서는

가동중검사 프로그램과 볼트 경년열화관리 지침을 적용하며, 볼트결합

에 대해 예비하중 상실, 균열, 부식에 따른 재료손실 등을 확인하며 육

안검사와 체적검사 방법을 활용한다.

볼트 경년열화관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원자로

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LTP)가

적절히 수립되어 있다. 검사대상은 장기가동중검사계획서에 따라 주기

적으로 가동중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볼트 경년열화관리지

침(1-8-501)에 따라 볼트에 대해 손상유무 등에 대한 점검이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다.

볼트 경년열화관리지침(1-8-501)에 따라 점검대상 볼트연결부인 원자로

냉각재 계통 등 주요 기기 연결 플랜지, 지지대 볼트 등에 대해 육안점

검을 수행한 결과, 부식, 손상 등의 이상 없는 허용기준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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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증기발생기 관리프로그램(SGMP)에 따라 증기발생기 세관의 건전성이

계속운전기간 동안 유지됨을 보장하고, 마모, 균열 등의 경년열화기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년열화기구의 확인 및 경년열화의 탐지

를 위한 검사, 건전성평가,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관막음 등

의 정비, 누설 건전성 유지를 위한 누설감시, 세관 손상예방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다.

원전 1차측과 2차측의 압력경계를 이루는 증기발생기 세관에 마모, 균열

등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의 존재 여부를 비파괴검사(ECT 등)를 통

해 확인하며, 세관에는 균열과 같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 없어야

하며, 결함이 확인된 세관은 관막음 등의 방법으로 보수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관의 가동중검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및 증기발생기 관리프

로그램(SGMP)에 따라 가동중검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관막음

기준을 초과하는 결함 세관은 적합하게 관막음 조치되고 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검사에 관한 규정), KEPIC MIA-2300 등

관련 요건을 만족한 비파괴검사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검사에 사용된

장비의 검ㆍ교정 결과는 관련 요건을 만족하였다. 검사대상은 원자력안

전과-460(2009.02.25)호 및 한수원의 증기발생기 열화평가보고서에 따라

적절히 선정되었다. 검사부위에 대한 와전류탐상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 제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KEPIC

ME, MI 및 절차서 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검사결과 허용

기준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증기발생기 2차측

슬러지 및 침전물 제거를 목적으로 세정작업(Lancing)이 수행되었으며,

증기발생기 2차측 관판 상부의 원격 육안검사(FOSAR) 결과 잔류 이물

질이 없는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감시를 위해 주증기관(A 및 B Train)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N-16 감시기)는 관련 절차서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적절히

점검이 수행되고 있으며, 점검기록을 확인한 결과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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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주증기관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N-16 감시기)

- 연료유 화학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저장탱크는 탱크 내 침적물 제거 및 내면에 대

한 점검 등을 수행하여 건전성을 확인한다.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연료유 품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저장탱크 세정 절차서(0-9-345)에 따라 비상디젤

발전기 연료유 저장탱크는 매 10년 주기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 점검이 수행되어 해당 절차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비상

디젤발전기 연료유는 디젤 연료유 점검 절차서(0-9-109)에 따라 총입자,

동점도, 수분 및 침전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이 수행되었으며, 점검

결과 절차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 강재 격납용기 가동중검사

강재 격납용기 가동중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원자

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MI

요건에 따라 강재 격납용기 및 관련부품에 대한 건전성 및 경년열화 영

향을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강재 격납

용기 및 관련부품에 대한 육안점검, 액체침투탐상시험, 초음파탐상시험

등으로 구성된다.

강재 격납용기의 가동중검사 계획이 KEPIC MIE 등의 관련 요건을 만

족하고 있으며, 제4주기 장기 가동중검사 계획에 따라 예방정비 기간

중 강재 격납용기의 가동중검사를 적합하게 수행하였다. 지난 계획예방

정비중 수행된 제4주기 제4차 가동중검사 결과가 관련 요건의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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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제4주기 제4차 가

동중검사 최종보고서의 검토 및 추가 현장확인 결과, 강재 격납용기의

가동중검사 결과가 관련 요건을 만족하였다.

- 안전관련 구조물 및 원전 수리구조물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 및 수리구조물(1차기기 냉각해수계통 매설

콘크리트관로, 옥외 강재탱크 기초 포함)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 및 수리구조물은 열화현상 점검절차(0-8-401,

0-8-405)에 따라 2007년 수행된 5년 주기의 정기점검 및 6개월 주기의

일상점검이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이들 구조물에 대한 점검결과가 관련

절차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한 지난 정기검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구조물에 대한 점검보고서의 검토 및 추가 현장확인 결과, 안전관

련 구조물 및 원전 수리구조물의 유지관리가 절차서의 관련 요건을 만

족하였다.

3.2 전기 케이블의 경년열화 관리 적합성

가. 목적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호 제6조(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사항) 및 별표 2의 가 및 별표 3의 가에 제시된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연결부, 계측회로에 사용

된 전기케이블 및 연결부, 접근 곤란한 중전압 케이블, 전기케이블 금

속연결부에 대한 열적 싸이클링, 저항성 발열, 전기적 과도현상, 진동,

화학적 오염, 부식, 산화와 같은 경년열화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년열화 관리계획 및 시간제한 경년열화분석(TLAA)의 이행 적

합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1)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TLAA) 대상 케이블 선정 적합성

2) 경년열화관리계획 적합성

3) 경년열화평가프로그램(AMP) 이행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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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검결과

1)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TLAA) 대상 케이블 선정 적합성

고리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 “원자로시설의 계속

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와 10CFR50.49의

요건에 따라 기기의 내환경에 대한 검증수명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TLAA 대상 케이블 선정 적합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고리1

호기의 TLAA(1), TLAA(2)로 분류된 케이블은 40년 이상 검증수명을

가지며, TLAA(3)로 분류된 케이블은 IEEE 383-2003 "5.4 Expending

Qualified Life"에 따라 On-going Qualification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고리1호기의 내 환경검증 대상 케이블 중 TLAA(3) 대상으

로 분류되어 계속운전기간 중 경년열화의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

는 케이블은 789회선으로 선정되었으며 이것은 내환경 검증평가의

결과가 적합하게 반영된 것으로서 적합하다.

2) 경년열화관리계획 적합성

고리1호기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의 적합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호(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평가를 위

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및 가압 경수로형 원전 계속운전 평

가지침서(KINS/GE-N8)에 따라 평가 및 관리 계획이 적절히 수립·이

행되고 있다. 즉,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및 비

금속연결부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고, 접근 가능한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연결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표본을 취하여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 연결부 외면의 비정상 징후 즉, 취성, 변색, 균열, 표면오염

여부를 육안으로 검사하도록 점검절차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계측회로에 사용된 전기케이블

및 연결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주기시험결

과를 평가하거나 직접 절연저항 측정 및 육안검사를 수행하도록 계

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

케이블 금속연결부에 대해서는 볼트체결의 느슨함을 확인하기 위해

온도 기록법 또는 접촉저항 시험 등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계획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내환경 검증 TLAA(3) 대상 전기케이블 및 EQ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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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10년 미만의 검증수명을 가지므로 검증수명 만료 1년 전에 동

일한 재질의 대표 케이블을 인출하여 내환경검증 시험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었고, 케이블의 감시 및 검사변수인 절연저항 및 누설전류는

대표 케이블을 사용하여 DBA 시험을 수행하면서 기준치를 만족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나 TLAA(3) 대상 EQ 기기는

모두 신규로 교체한 기기로서 검증수명이 10년을 초과하여 AMP대

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리1호기의 경년열화 평가계획은 최

종안전성분석보고서 제17장 17.1항 경년열화관리계획의 기준에 적합

함을 확인하였다.

3) 경년열화평가프로그램(AMP) 이행 적합성

전기케이블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은 고리1호기 주요 기기, 구조물

및 계통(SSC: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에 대한 경년열

화관리계획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립되고 FSAR 및 관련 절차서에

따라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고리1호기 특별점검

(2011.5) 시 개선 필요사항으로 도출된 “경년열화관리계획 수립, 개정

및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경년열화관리계획 통합관리방안

을 수립·이행 및 경년열화관리계획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조직 신설”

이 2012.4월부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년열화관리계획에

관한 세부 항목별 이행내용 및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 연결부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 연결부 점검

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환경검증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 연결부에 대

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의 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접근가능한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 연결부에 대해 대표적인 표본을

취하여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 연결부 표면의 비정상 징후 (예 :

취성, 변색, 균열, 표면오염 여부)를 점검한다.

위의 점검요건에 따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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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 연결부에

관한 절차서(1-7-106) 및 점검내용을 확인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

및 경년열화관리계획(FSAR 17.1.30)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 온화한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연결부에 대한

경년열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회 안전점검 기간 중 비상디

젤발전기 건물의 화재감지기용 전기케이블 등 52개소를 현장 점검

한 결과, 표 2.3-1 및 그림 2.3-7과 같이 외피표면의 기포 및 수포,

절연물질의 균열 및 탈색 등 이상 징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계측회로에 사용된 전기케이블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계측회로에 사용된 전기케이블 점검

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계측회로에 사용된 전기케이블에

대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의 요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지만, 열, 방사선 또는 습기 환경에

노출된 민감하고 고전압이며 낮은 수준의 신호를 갖는 계측회로

에 사용되는 전기케이블 및 연결부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케이블에 대한 주기시험결과를 평가하거나

직접 절연저항측정 및 육안 점검 등을 수행한다.

위의 점검요건에 따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계측회로에 사용된 전기케이블 및

연결부에 관한 절차서(1-7-274) 및 점검내용을 확인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 및 경년열화관리계획(FSAR 17.1.31)에 따라 적절히 관리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금회 안전점검기간 중 수행한 방사선감시계통(RMS)의 전기케이블

10회선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결과[판정기준(≥2,000㏁) 만족] 및 단

자 점검결과가 표 2.3-2와 그림 2.3-8과 같이 각각 해당 절차서 판

정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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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배선구역 케이블

번호
케이블 규격

구 분
결과

경로1 경로2 시작점 끝점

제어

건물

K40-01B J40-02 FP8200KG FR-3, 2.0mm AC-2576 AE-2576(1) 만족

K40-01A

J40-02 FP8201KG FR-3, 2.0mm AC-2575 AE-2575(1) 만족

FP8202KG FR-3, 2.0mm AT-SWGR(1) AE-SWGR(1) 만족

FP8203KG FR-3, 1.25mm AE-SWGR(1) AE-SWGR(2) 만족

FP8204KG FR-3, 1.25mm AE-SWGR(2) AE-SWGR(1) 만족

K40-01B FP8205KG FR-3, 2.0mm AT-SWGR(1) AE-SWGR(3) 만족

K40-01B
FP8206KG FR-3, 1.25mm AE-SWGR(3) AE-SWGR(4) 만족

FP8207KG FR-3, 1.25mm AE-SWGR(4) AE-SWGR(3) 만족

K50-01

FP8256KG FR-3, 2.0mm XPN-821 AT-821(1) 만족

FP8257KG FR-3, 2.0mm AT-821(1) AE-821(1) 만족

FP8258KG FR-3, 1.25mm AE-821(1) AE-821(2) 만족

K50-01

FP8259KG FR-3, 1.25mm AE-821(2) AE-821(3) 만족

FP8260KG FR-3, 1.25mm AE-821(3) AE-821(4) 만족

FP8261KG FR-3, 1.25mm AE-821(4) AE-821(5) 만족

FP8262KG FR-3, 1.25mm AE-821(5) AE-821(6) 만족

FP8263KG FR-3, 1.25mm AE-821(6) AE-821(7) 만족

FP8264KG FR-3, 1.25mm AE-821(7) AE-821(8) 만족

FP8265KG FR-3, 1.25mm AE-821(8) AE-821(9) 만족

FP8266KG FR-3, 1.25mm AE-821(9) AE-821(10) 만족

FP8267KG FR-3, 1.25mm AE-821(10) AE-821(11) 만족

FP8268KG FR-3, 1.25mm AE-821(11) AE-821(12) 만족

FP8269KG FR-3, 1.25mm AE-821(12) AE-821(13) 만족

K50-01

FP8270KG FR-3, 1.25mm AE-821(13) AE-821(14) 만족

FP8271KG FR-3, 1.25mm AE-821(14) AE-821(15) 만족

FP8272KG FR-3, 1.25mm AE-821(15) AE-821(16) 만족

FP8273KG FR-3, 1.25mm AE-821(16) AE-821(17) 만족

FP8274KG FR-3, 1.25mm AE-821(17) AE-821(18) 만족

FP8275KG FR-3, 1.25mm AE-821(18) AE-821(19) 만족

FP8276KG FR-3, 1.25mm AE-821(19) AE-821(20) 만족

FP8277KG FR-3, 1.25mm AE-821(20) AE-821(21) 만족

FP8278KG FR-3, 1.25mm AE-821(21) AE-821(22) 만족

FP8279KG FR-3, 1.25mm AE-821(22) AE-821(23) 만족

FP8280KG FR-3, 1.25mm AE-821(23) AE-821(24) 만족

K50-01

FP8281KG FR-3, 1.25mm AE-821(24) AE-821(25) 만족

FP8282KG FR-3, 1.25mm AE-821(25) AE-821(26) 만족

FP8283KG FR-3, 1.25mm AE-821(26) AE-821(27) 만족

FP8284KG FR-3, 1.25mm AE-821(27) AE-821(28) 만족

FP8285KG FR-3, 1.25mm AE-821(28) AE-821(29) 만족

FP8286KG FR-3, 1.25mm AE-821(29) AE-821(30) 만족

FP8287KG FR-3, 1.25mm AE-821(30) AE-821(1) 만족

FP8288KG FR-3, 2.0mm AC-2572 AT-2572(1) 만족

FP8289KG FR-3, 2.0mm AT-2572(1) AE-2572(1) 만족

FP8290KG FR-3, 2.0mm AC-2574 AT-2574(1) 만족

J50-02 FP8291KG FR-3, 2.0mm AT-2574(1) AE-2574(1) 만족

디젤

건물

H30-01B J30-01A FP8152KG FR-3, 2.0mm AT-DG(2) AE-DG(1) 만족

J30-01A J30-01B FP8153KG FR-3, 1.25mm AE-DG(1) AE-DG(2) 만족

J30-01B J30-01A FP8154KG FR-3, 1.25mm AE-DG(2) AE-DG(1) 만족

H30-01B

FP8155KG FR-3, 2.0mm AT-DG(2) AE-DG(3) 만족

FP8156KG FR-3, 1.25mm AE-DG(3) AE-DG(4) 만족

FP8157KG FR-3, 1.25mm AE-DG(4) AE-DG(5) 만족

FP8158KG FR-3, 1.25mm AE-DG(5) AE-DG(6) 만족

FP8159KG FR-3, 1.25mm AE-DG(6) AE-DG(3) 만족

표 2.3-1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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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 연결부 점검 사진

○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금속연결부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금속연결부 점검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금속연결부에 대한 경

년열화관리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의 요건을 만

족하여야 한다.

- 전기 케이블 금속연결부는 전기케이블을 다른 케이블이나 전기적

감시기

번호

정격전압

(VDC)

측정점

(카드 및 핀 번호)

기준값(Ω) 측정값

(Ω)
결과

양호 관찰 불만족

RM-G2 500～600
960SF-220, #1

P4
≥2000

2000＞M

≥500
〈500 ∞ 만족

RM-G3 500～600
960SF-220, #2

P4
≥2000

2000＞M

≥500
〈500 ∞ 만족

RM-G4 500～600
960SF-220, #1

P4
≥2000

2000＞M

≥500
〈500 ∞ 만족

RM-G5 500～600
960SF-220, #1

P4
≥2000

2000＞M

≥500
〈500 ∞ 만족

RM-G6 500～600
960SF-220, #1

P4
≥2000

2000＞M

≥500
〈500 ∞ 만족

RM-G7 500～600
960SF-220, #1

P4
≥2000

2000＞M

≥500
〈500 ∞ 만족

RM-G8 500～600
960SF-220, #1

P4
≥2000

2000＞M

≥500
〈500 ∞ 만족

RM-G9 500～600
960SF-220, #2

P4
≥2000

2000＞M

≥500
〈500 ∞ 만족

RM-G12 500～600
960SF-220, #3

P4
≥2000

2000＞M

≥500
〈500 ∞ 만족

RM-G13 500～600
960SF-220, #2

P4
≥2000

2000＞M

≥500
〈500 ∞ 만족

표 2.3-2 계측회로에 사용된 전기케이블 절연저항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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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계측회로에 사용된 전기케이블 절연저항 점검사진

기기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연결부의 금속부분에서

의 느슨해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온도기록법 또는 접촉저항

측정 등의 방법으로 점검한다.

위의 점검요건에 따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및 금속연결부에 관한

절차서(1-7-105) 및 점검내용을 확인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 및 경

년열화관리계획(FSAR 17.1.32)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 고리1호기의 “온화한 환경 금속연결부” 및 “소급적용 대상 금속연

결부 경년열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회 안전점검 기간 동안

비상디젤발전기(EDG) 건물 및 대체교류전원용 디젤발전기(AAC

DG) 건물용 화재방호용 금속연결부(FP8152KG) 등 30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금속연결부 온도측정치가 표 2.3-3, 2.3-4, 2.3-5 및 그

림 2.3-9와 같이 모두 50℃이하로서, 판정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설치구역
케이블

번호

주위온도

[℃]

허용온도

[℃]

접속점

온도 (℃)

육안

점검
결과

H30-01B J30-01A FP8152KG 27 50℃이하 27.3 양호 만족

H30-01B “ FP8155KG 27 50℃이하 27.5 양호 만족

H30-01B H30-01A FP8160KG 27 50℃이하 27.4 양호 만족

H30-01A “ FP8161KG 27 50℃이하 27.2 양호 만족

표 2.3-3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금속연결부 점검결과(디젤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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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구역 케이블

번호

주위온도

[℃]

허용온도

[℃]

접속점

온도 (℃)

육안

점검
결과

경로1 경로2

AAC D/G Terminal Box #1
0822

C01JBAZ
24 50℃이하 25 양호 만족

AAC D/G Terminal Box #1
0822

C01JBBZ
24 50℃이하 25 양호 만족

Terminal

Box #1
XSW-2A

0822

C01ABAM
24 50℃이하 24.5 양호 만족

Terminal

Box #1
XSW-2B

0822

C01BBAN
24 50℃이하 24.5 양호 만족

Terminal

Box #1
XSW-2A

0822

C01ABBM
24 50℃이하 25 양호 만족

CONTROL

RM
F.O XFR PP RM

0634

C04BUFZ
27 50℃이하 27.5 양호 만족

F.O XFR

PP RM
STOR TK RM

0634

C04BUMZ
27 50℃이하 27.5 양호 만족

STOR TK

RM
-

0634

C04BUDZ
27 50℃이하 28 양호 만족

STOR TK

RM
F.O XFR PP RM

0634

C04BUBZ
27 50℃이하 27.5 양호 만족

F.O XFR

PP RM

CBL

SPREADING RM

0634

C04BUBZ(1)
27 50℃이하 27.5 양호 만족

표 2.3-4 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금속연결부 점검결과(AAC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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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구역
케이블 번호

주위온도

[℃]

허용온도

[℃]

접속점

온도 (℃)

육안

점검
판정

K40-01
1VVMRF0006A-TER

(VV1001M)
22 50℃이하 23.3 양호 만족

〃
1VVMRF0006A-TER

(VV1003M)
22 50℃이하 22.9 양호 만족

〃
1VVMRF0006B-TER

(VV1002M)
22 50℃이하 22.8 양호 만족

〃
1VVMRF0006B-TER

(VV1004M)
22 50℃이하 22.9 양호 만족

〃
1VVMRF0006C-TER

(VV1005M)
22 50℃이하 23.9 양호 만족

〃
1VVMRF0006C-TER

(VV1007M)
22 50℃이하 23.4 양호 만족

〃
1VVMRF0006D-TER

(VV1006M)
22 50℃이하 24.0 양호 만족

〃
1VVMRF0006D-TER

(VV1008M)
22 50℃이하 23.4 양호 만족

H30-01
1DGXFN0065A-TER

(EE7048)
22 50℃이하 22.2 양호 만족

〃
1DGXFN0065B-TER

(EE7037)
22 50℃이하 22.4 양호 만족

〃
1DGXFN0065C-TER

(EE1046)
22 50℃이하 23.6 양호 만족

〃
1DGXFN0065D-TER

(EE1047)
22 50℃이하 23.4 양호 만족

〃
1DGXFN0067A-TER

(EE7023M)
22 50℃이하 22.5 양호 만족

“
1DGXFN0067A-TER

(EE7023M)
22 50℃이하 24.4 양호 만족

〃
1EEXPP0084C-TER

(EE1049M)
22 50℃이하 23.4 양호 만족

〃
1EEXPP0084D-TER

(EE1050M)
22 50℃이하 24.5 양호 만족

표 2.3-5 온화한 환경 금속연결부 점검결과(전력용 터미널 블록)

그림 2.3-9 금속연결부 점검 사진



- 77 -

○ 내환경검증 TLAA-3 대상 전기케이블 및 EQ 기기

내환경검증 TLAA-3 대상 전기케이블 및 EQ 기기 점검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와 관련하여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 대상

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이 계속운전기간 동안 유효함(TLAA-1)

.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이 계속운전기간 종료시점까지 예측됨

(TLAA-2)

. 의도된 기능에 대한 경년열화의 영향은 계속운전기간 동안

관리될 것(TLAA-3)

- 전기기기의 내환경검증과 관련하여 TLAA-3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위의 점검요건에 따른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내환경검증 TLAA-3 대상 전기케이블 및 EQ 기기에 관한 절차서

(1-7-304)의 점검내용을 확인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 및 경년열화관

리계획(FSAR 17.1.33)에 따라 적절히 점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고리1호기 계속운전 이후 잔여 검증수명 10년 미만인 케이블 789회

선의 수명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격납건

물 내부의 열악한(harsh) 환경에 설치된 115회선의 케이블은 2011

년까지 전량 교체하였고, 격납건물 외부의 온화한(mild) 환경에 설

치된 674회선의 케이블에 대하여 잔여수명을 평가한 결과 계측 및

제어용 PVC 케이블 2회선이 시험기준을 불만족하여 2011년에 교체

하였으며, 672회선에 대해서는 잔여수명(3~15년) 이내인 2013년까지

교체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표2.3-6은 CV 내부에 설치된 115회선

의 케이블 교체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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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계통 기기 명
케이블

No.
용도 Group 교체시기

1 CC
CCW TO EXCESS

LETDOWN HX
CC203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2 CC
CCW TO EXCESS

LETDOWN HX
CC204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3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A
CS291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4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A
CS292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5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A
CS293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6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A
CS294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7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B
CS296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8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B
CS297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9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B
CS298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0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B
CS299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1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C
CS301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2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C
CS302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3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C
CS303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4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C
CS304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5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A
CS306R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16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A
CS307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17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A
CS308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18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B
CS309R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19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B
CS310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20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B
CS311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21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C
CS312G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표 2.3-6 CV 내부에 설치된 115회선의 케이블 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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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계통 기기 명 케이블 No. 용도 Group 교체시기

22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C
CS313G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23 CS
LETDOWN ORIFICE

ISOLATION VALVE C
CS314G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24 CS
LETDOWN LINE

ISOLATION VALVE
RC216R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25 CS
LETDOWN LINE

ISOLATION VALVE
RC217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26 CS
LETDOWN LINE

ISOLATION VALVE
RC218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27 CS
LETDOWN LINE

ISOLATION VALVE
RC219R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28 CS
LETDOWN LINE

ISOLATION VALVE
RC220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29 CS
LETDOWN LINE

ISOLATION VALVE
RC221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30 RC
GAS ANALYZER ISOL

VV RC8026
RC271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31 RC
GAS ANALYZER ISOL

VV RC8026
RC276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32 RC
GAS ANALYZER ISOL

VV RC8026
RC277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33 RM
CV RAD MONITORING

CONT VV
RM201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34 RM
CV RAD MONITORING

CONT VV
RM203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35 RM
CV RAD MONITORING

CONT VV
RM204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36 RM
CV RAD MONITORING

CONT VV
RM211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37 RM
CV RAD MONITORING

CONT VV
RM212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38 RM
CV RAD MONITORING

CONT VV
RM213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39 RM
CV RAD MONITORING

CONT VV
RM214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40 SI
ACCUMULATOR A

OUTLET VALVE
SI203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41 SI
ACCUMULATOR A

OUTLET VALVE
SI204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42 SI
SI PUMP DISCHARGE

TO COLD LEG 2
SI208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43 SI
ACCUMULATOR B

OUTLET VALVE
SI209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44 SI
ACCUMULATOR B

OUTLET VALVE
SI212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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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계통 기기 명 케이블 No. 용도 Group 교체시기

45 SI
RHR PUMP A

DISCHARGE TO VESSEL
SI223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46 SI
RHR PUMP A

DISCHARGE TO VESSEL
SI224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47 SI
RHR PUMP A

DISCHARGE TO VESSEL
SI233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48 SI
RHR PUMP B DISCHARGE

TO VESSEL
SI243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49 SI
RHR PUMP B DISCHARGE

TO VESSEL
SI244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50 SI
RHR PUMP B DISCHARGE

TO VESSEL
SI253 제어 TLAA(3)-8

제25차

O/H('07.10)

51 VV DAMPER TO XAH-41A VV201 제어 TLAA(3)-8
제25차

O/H('07.06)

52 VV DAMPER TO XAH-41B VV221 제어 TLAA(3)-8
제25차

O/H('07.06)

53 VV DAMPER TO XAH-41C VV241 제어 TLAA(3)-8
제25차

O/H('07.06)

54 VV DAMPER TO XAH-41D VV261 제어 TLAA(3)-8
제25차

O/H('07.06)

55 VV DAMPER FROM XRF-6A VV356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56 VV DAMPER FROM XRF-6A VV357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57 VV DAMPER FROM XRF-6A VV359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58 VV DAMPER FROM XRF-6B VV360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59 VV DAMPER FROM XRF-6B VV361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60 VV DAMPER FROM XRF-6B VV363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61 WD
RCDT VENT HDR CV

INSIDE ISOL VV
WD221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62 WD
RCDT VENT HDR CV

INSIDE ISOL VV
WD222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63 WD
RCDT SAM CV INSIDE

ISOL VV
WD223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64 WD
RCDT SAM CV INSIDE

ISOL VV
WD224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65 WD
RCDT VENT HDR CV

INSIDE ISOL VV
WD226R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66 WD
RCDT VENT HDR CV

INSIDE ISOL VV
WD227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67 WD
RCDT VENT HDR CV

INSIDE ISOL VV
WD228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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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계통 기기 명 케이블 No. 용도 Group 교체시기

68 WD
RCDT SAM CV INSIDE

ISOL VV
WD229R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69 WD
RCDT SAM CV INSIDE

ISOL VV
WD230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70 WD
RCDT SAM CV INSIDE

ISOL VV
WD231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71 WD
CV WET SUMP CV

OUTSIDE ISOL VV
WD236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72 WD
CV WET SUMP CV

OUTSIDE ISOL VV
WD237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73 WD
RCDT PP DISCH CV

INSIDE ISOL VV
WD238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74 WD
RCDT PP DISCH CV

INSIDE ISOL VV
WD239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75 WD
CV WET SUMP CV

OUTSIDE ISOL VV
WD241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76 WD
CV WET SUMP CV

OUTSIDE ISOL VV
WD242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77 WD
CV WET SUMP CV

OUTSIDE ISOL VV
WD243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78 WD
RCDT PP DISCH CV

INSIDE ISOL VV
WD244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79 WD
RCDT PP DISCH CV

INSIDE ISOL VV
WD245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80 WD
RCDT PP DISCH CV

INSIDE ISOL VV
WD246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81 WD
CV PR RELIEF LINE

INSIDE VV
WD261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82 WD
CV PR RELIEF LINE

INSIDE VV
WD262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83 WD
CV PR RELIEF LINE

INSIDE VV
WD266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84 WD
CV PR RELIEF LINE

INSIDE VV
WD267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85 WD
CV PR RELIEF LINE

INSIDE VV
WD268R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86 WD
CV PR RELIEF LINE

OUTSIDE VV
WD271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87 WD
CV PR RELIEF LINE

OUTSIDE VV
WD272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88 WD
CV PR RELIEF LINE

OUTSIDE VV
WD276G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89 WD
CV PR RELIEF LINE

OUTSIDE VV
WD277G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90 WD
CV PR RELIEF LINE

OUTSIDE VV
WD278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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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계통 기기 명 케이블 No. 용도 Group 교체시기

91 WX
PZR STM SPACE INSIDE

ISO VV
WX201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92 WX
PZR STM SPACE INSIDE

ISO VV
WX203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93 WX
PZR STM SPACE INSIDE

ISO VV
WX206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94 WX
PZR STM SPACE INSIDE

ISO VV
WX207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95 WX
PZR STM SPACE INSIDE

ISO VV
WX208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96 WX
LOOP HOT LEG INSIDE

ISOL VV
WX211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97 WX
LOOP HOT LEG INSIDE

ISOL VV
WX213G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98 WX
LOOP HOT LEG INSIDE

ISOL VV
WX214G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99 WX
PZR LIQUID SPACE

INSIDE ISO VV
WX221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00 WX
PZR LIQUID SPACE

INSIDE ISO VV
WX223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01 WX
PZR LIQUID SPACE

INSIDE ISO VV
WX226R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102 WX
PZR LIQUID SPACE

INSIDE ISO VV
WX227R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103 WX
PZR LIQUID SPACE

INSIDE ISO VV
WX228R 제어 TLAA(3)-8

제27차

O/H('09.12)

104 WX
ACCUM 1 TO SAM SYS

ISO VV
WX231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05 WX
ACCUM 1 TO SAM SYS

ISO VV
WX233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06 WX
ACCUM 1 TO SAM SYS

ISO VV
WX236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07 WX
ACCUM 1 TO SAM SYS

ISO VV
WX237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108 WX
ACCUM 1 TO SAM SYS

ISO VV
WX238R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109 WX
ACCUM 1 TO SAM SYS

ISO VV
WX239R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10 WX
ACCUM #2 TO SAM

SYS ISOL VV
WX241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11 WX
ACCUM #2 TO SAM

SYS ISOL VV
WX243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12 WX
ACCUM #2 TO SAM

SYS ISOL VV
WX246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113 WX
ACCUM #2 TO SAM

SYS ISOL VV
WX247G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114 WX
ACCUM #2 TO SAM

SYS ISOL VV
WX248G 제어 TLAA(3)-8

제25차

O/H('07.08)

115 WX
ACCUM #2 TO SAM

SYS ISOL VV
WX249G 제어 TLAA(3)-8

제28차

O/H('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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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7 CV 외부에 설치된 2회선의 케이블 교체 현황

기기번호 기기 명 케이블번호 용도 그 룹
절연저항

측정 결과

1RHTE0630

RHR HTR B OUTLET

TEMPERATURE

ELEMENT

RH1054CR 계측 TLAA(3)-6 만족

1RHTE0627

RHR HTR A OUTLET

TEMPERATURE

ELEMENT

RH1055CR 계측 TLAA(3)-6 만족

- CV 외부에 설치된 2회선 케이블의 교체 후 절연저항 측정결과 값

은 표 2.3-7과 같이 모두 ∞Ω으로서 기준값(≥10㏁)을 만족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리1호기의 경년열화평가프로그램(AMP)은 경년열화 관리계

획에 적용되는 전기케이블, 금속 및 비금속 연결부 등의 목록 및 시

험·점검을 위한 절차서(아래 표 2.3-8 참조)가 적합하게 작성되었고,

해당 절차서에 따라 1회 점검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므로 적합하다.

표 2.3-8 경년열화평가프로그램 관련 절차서

절차서 번호 절차서 명 점검 주기

1-7-105
고리1호기 Non-EQ 전기케이블

금속연결부 경년열화 영향점검
10년 또는 필요시

1-7-106

고리1호기 Non-EQ 전기 케이

블 및 비금속 연결부 경년열화

영향 점검

10년 또는 필요시

1-7-274

고리1호기 Non-EQ 계측회로에

사용된 전기 케이블 및 연결부

의 경년열화 영향 점검

10년 또는 필요시

1-7-304
고리1호기 내환경검증 TLAA(3)

경년열화 영향 점검

수명만료 1 ~ 2 년

전 또는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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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체부품 안전성

가. 목적

고리1호기 안전등급 품목에 대한 한수원의 부품 교체와 관련하여 교체부

품이 원 공급자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공급자의 품질등급, 안

전등급에 맞도록 구입,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점검내용

○ 교체부품의 품질등급 및 안전등급 요건 만족 여부

다. 점검결과(총 45건)

원자로냉각재 펌프, 충전펌프 및 기기냉각해수펌프와 관련한 정비 부품

교체, 주증기 PORV 전단 차단밸브 교체,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정비부품

교체 등과 관련하여 25건(공통항목 2건 포함)에 대한 교체 품목의 기술기

준 적용의 적합성, 성능검사를 포함한 부품검사 결과, 품질절차서 준수

여부 등 부품 교체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펌프와 밸브 등에 관련된 부품

교체품목이 원설계와 동등하도록 품질기준 및 관련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교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배관, Surge/Relief/Safety/Spray Nozzle 오버레이 용접, 비상디젤발전기 부

품 교체 등과 관련하여 10건(공통항목 2건 포함)에 대한 부품 교체 적합

성을 검토한 결과, 배관, 비상디젤발전기 부품 등 교체품목은 원설계와 동

등하도록 품질기준 및 관련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

다. Surge/ Relief/ Safety/ Spray nozzle 오버레이 용접은 "가압기 노즐 덧씌

움 용접 절차서“ 등의 정비절차서에 따라 적절하게 용접이 수행되었고, 품질

검사 절차서를 준수하였으므로 적합하다.

인버터, 분전반, 케이블, 전원공급기, 공정제어 전자카드 등의 전기 기

기 및 케이블 교체 등과 관련하여 12건에 대한 교체 품목의 내진, 내환경

시험 검증 결과, 설계적용요건 및 성능시험 결과 평가, 품질보증서, 품질

검사계획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교체 설치된 전기 기기 및

케이블은 안전등급 기기에 요구되는 기기검증 요건을 만족하였으므로 적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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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이 국산화가 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고리1호기 안전

등급 품목에 대한 한수원의 부품 교체는 품질기준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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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쿠시마 후속조치

5.1 후속조치 현황 점검

가. 목적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

었던 국내 원전의 안전점검을 통해,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 50개의 장단기 안전개선사항을

발굴하였으며, 2011.5.6 제44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50개 장단기 안전개선사항 중 원자력발전소에 해당

하는 사항은 46건이며 월성원전 고유 사항 2건1)과 계속운전 전 이미

시행중인 개선사항 3건2)을 제외하고 고리1호기의 경우 표 2.5.1-1과

같이 41건의 안전개선사항이 이행되고 있다. 41건의 안전개선사항은

’11.10.12 이행계획이 확정되어, ’11년부터 ’15년까지 매년 4건, 16건,

11건, 6건, 4건이 완료될 예정이다. 41건 중 ’11년 완료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 소방계획서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3-9)

• 중대사고 교육훈련 강화(4-4)

• 다수호기 동시 비상발령 등 방사선비상계획서 개정(5-2)

• 구매 품질보증 체계 점검 강화(6-10)

또한, 2012년 완료 예정인 사항인 16건은 다음과 같다.

•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2-1)

• 예비변압기 앵커링(3-3)

•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시 대책 확보(3-5)

• 원전 성능위주 소방설계 도입(3-11)

•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정(4-5)

• 정지·저출력 운전중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4-6)

1) 관리번호 1-5(월성원전 진입 교량의 내진성능 개선)와 관리번호 3-8(주증기안전밸브실 및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 대책 마련)은 월성원전에만 해당되는 사항임

2) 관리번호 4-1(피동형수소제거 설비 설치)는 2010년 설치완료되었고, 관리번호 6-5(정량적 피로관리 강화를 위

한 피로감시 시스템 설치)와 관리번호 6-6(가압기 하부헤드 피로 건전성 강화)의 적용원전은 고리 2,3,4호기

/영광1,2호기/울진1,2호기로, 고리1호기는 이미 적용중인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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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인근 주민보호용 방사선방호 장비 추가 확보(5-1)

• 장기 비상발령 대비 비상장비 추가 확보(5-3)

• 방사선 비상훈련의 강화(5-5)

• 보수작업자 방호대책 확보(5-7)

• 방사선 비상시 정보공개 절차 개정(5-9)

•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 대폭 강화(6-1)

• 주요 기기 및 배관의 가동중검사 강화(6-2)

• 경년열화관리계획(AMP) 통합관리방안 수립/이행(6-3)

• 주요 능동기기 성능변수 관리 강화(6-4)

• 발전정지 유발기기의 신뢰도 증진(6-7)

’12년 완료예정인 안전개선사항 중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2-1)에

대한 심사는 종료되었고 ’12.3.15일부터 증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발전정지 유발기기의 신뢰도 증진(6-7)에 대한 심사도 종료되었

다.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시 대책 확보(3-5), 주요기기 및

배관의 가동중검사 강화(6-2)와 2013년 완료예정인 안전개선사항 중

지진 자동정지 설비 설치(1-1), 스위치야드 설비 관리주체 개선(3-4)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11년 완료된 사항 4건과, ’12년 및 ’13년 완료예정인 사

항 중 심사가 완료/진행되고 있는 사항 6건에 대한 이행현황이 적절

한지를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 ’11년 완료된 안전개선사항 4건의 이행 적합성

○ ’12년 및 ’13년 완료예정 안전개선사항 중 심사 완료/진행인 6건의

이행적합성

다. 점검결과

1) ’11년 완료된 안전개선사항 4건의 이행 적합성

’11년 완료된 4건의 안전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점검결과는 다음

과 같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안전개선사항들은 안전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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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시 제출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소방계획서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관리번호 3-9)

외부소방대 지원요청 절차 간소화, 출입절차 개선, 출동시 효과적인

협조체계, 대형화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반영하여 소방계획서를 개

선하고, 원전 내․외부 소방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원전 인근 119

안전센터/지역대의 소방력 보강을 목적으로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다.

소방계획서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의 목적달성을 위해, KINS는 다

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 화재발생시 외부소방대 지원 요청 시점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 원전 주관 하에 관할 소방공무원에 대한 방사능대응 교육 정례화

및 초동소방대와 자체소방대에 대한 정례적인 소방훈련 실시

- 외부소방대 출입절차 개선 및 본부 소방계획서에 외부소방대 출동

시 관할 소방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 발전소 대형유류화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조치계획 등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적합한 소방계획서 수립

- 관할 소방서 소방력(전문인력 소방헬기 및 무인방수차 등) 강화

한수원은 재난발생 시 소방서 관계자의 발전소 출입상황을 사후에

관리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발전소 본부와 지역 소방서간 체결한 응원

협약서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발전소 관련 교육의 정례적 시행을 추가

하였다. 그리고 발전소 대형유류화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조치계획도

수립하였다.

고리원자력본부 소방계획서는 외부소방대의 지원요청 절차 간소화

를 위해 발전소 내 화재 시 발전팀장이 자체 및 외부소방대로 연락하

도록 개선되었으며, 소방대의 출입은 정문 근무자가 안내하여 긴급출

동차량에 대한 선 조치후 기록하도록 출입절차를 개선하였고, 지휘본

부와의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발전소내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위험지역(유류탱크 등) 화재 시 합동 진압

대책 수립 등 소.내외 협조체계가 적절히 보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전 내·외부 소방서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로 화재발생시 즉각

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전 인근 소방서인 기장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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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온산소방서와 『긴급구조응원협정서』를 체결하였음도 확인하였

다. 따라서 현재까지 고리1호기는 소방계획서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와 관련된 안전개선사항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중대사고 교육훈련 강화(관리번호 4-4)

운전원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교육시 중대사고 진행 모의장

치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

하고, 교육시간을 1년간 10시간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방사선 비상훈련에 반영하는 등

운전원의 중대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다.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라 전직원 및 운전원에 대한 지

진, 해일 등 유사사고 대비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운전중인 원전

에 대해서는 10시간 초기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연간 10시간의

중대사고 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변경완료 하였으므로

개선사항으로 요구한 교육시간 요건을 만족하였다.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소내정전사고(SBO) 등 주요 중대사고 거동에

대한 코드분석을 완료하여 현장 배포하였으며, ’12.6월까지 도식화된

실습자료를 완성하고, 필요한 경우 ’15년까지 시뮬레이터를 완료할 계

획을 제시하였다.

현장점검결과, ’12년도 교육훈련계획서를 개정하여 개발된 중대사고

에 대한 전문시나리오 기반의 교육과 코드기반 교육을 연계하여 ’12

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

장답사교육을 추가하여 운전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고리1호기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적절

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다수호기 동시 비상발령 등 방사선비상계획서 개정(관리번호 5-2)

자연재해 등에 의한 다수 호기 동시 비상상황에 적용 가능한 비상

대응 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해일의 규모를 반영한 비상발령기준,

비상대응조직 발족 시점 등을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반영하여 다수호기

에서 동시에 비상이 발령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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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도록 하기위해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다.

한수원은 IAEA의 권고사항(GS-G-2.1)을 반영하여 15분 이내 방사

선비상발령 등 구체적인 목표시간을 비상계획서에 적합게 반영하였

다. 다수호기의 비상발령을 위해 별도의 비상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선행호기(1,3호기)의 비상대응시설에서 비상

업무를 수행하되, 호기별 사고의 경중에 따라 비상기술지원실장의 판

단에 따라 변경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비상대책실 내 상황반 등 발

전소별로 중복되는 조직은 선행 발전소(1발전소) 조직 책임자가 비상

대응업무를 총괄하고, 기타 인원은 비상대책실 1층 교육장에서 임무

를 수행하는 등 운영방안 및 실제 임무수행장소의 원칙을 수립하였

다.

• 구매 품질보증 체계 점검 강화(관리번호 6-10)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해 결함부품의 사용을 방

지할 수 있도록 구매시방서 품질요건을 강화하고, 기기 제조사의 설

계변경 사항이 피드백될 수 있도록 기기공급계약서 등에 명시하는 등

구매 품질보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다.

한수원은 보조계통(BOP; Balance of Plant) 구매규격서를 개정하여

협력업체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해 한수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품

질등급 “Q”등급 및 발전정지 유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서를 사

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의혹 및 미흡자재에 대한 검

사 규정이 반영되었고, 공급자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통보 절차가 포

함되도록 개정되었다.

협력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한수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은 구

매과정에서 품질보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발전정지 유발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사항은 해당 구

매품목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또한 의혹 및 미

흡자재에 대해 인수검사를 강화하도록 BOP 구매규격서에 적절하게

반영되었고, 공급자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

치가 이루어져 구매 품질보증 체계를 크게 개선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11.10.20일 계약조건이 개선되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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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2.4.24일 작성된 이동형 발전차량의 물품구매계약서를 샘플

로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 개선된 계약조건에 따라 이동형발전차량

구매계약서 작성시 품질보증서를 한수원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설계

수명기간 동안 설계변경사항을 한수원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리1호기는 구매 품질보증 체계 점검 강화계

획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2) ’12년 및 ’13년 완료예정 안전개선사항 중 심사 완료/진행인 6건의

이행적합성

’12.6.18일 현재 심사가 완료된 안전개선사항은 2건, 심사가 수행중

인 사항은 4건이다. 심사가 수행중인 사항 중에는 2013년 완료예정인

지진 자동정지 설비 설치와 스위치야드 설비 관리주체 개선의 2건의

안전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심사 완료된 안전개선사항

-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2-1)

- 발전정지 유발기기의 신뢰도 증진(6-7)

• 심사 수행중인 안전개선사항

-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시 대책 확보(3-5)

- 주요기기 및 배관의 가동중검사 강화(6-2)

- 지진 자동정지 설비 설치(1-1)

- 스위치야드 설비 관리주체 개선(3-4)

심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각 안전개선사항에 대한 확인결과,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세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2-1)

해일에 대한 안전여유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리원전의 해안방벽

을 타 원전의 부지 높이 수준으로 증축하기 위해 개선사항이 제시되

었다.

한수원에서 제시한 해안방벽증축공사 설계결과 및 공사시행계획에

대해 KINS는 설계기준 및 조건, 내진·내파설계 및 차수능력, 기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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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특성평가 및 설계안전성, 지진발생시 기초지반의 액상화 가능성

과 공사중 현장확인 필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안방벽은 안전정지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수행되었으

며,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안방벽은 가능

최고해수위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내파설계가 수행되었으며, 폭풍해일

및 파랑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수행

되었다.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은 물론 KINS 요구에 의해

미국 FEMA, U.S. Army Corps of Engineers 및 일본 내각부 등 국외

의 관련 기준에 만족됨을 확인하였으므로 타당하다. 또한 차수문은

부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차수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기초지반의 특성 평가를 위해 시추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안방벽의 설계단면에 대한 안

정성을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안전정지지진 발생시 기초지반의

액상화에 대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액상화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으므로 타당하다.

기초안정성 평가에는 등가정적해석법이 적용되었고, 방벽의 자중,

배면토사에 의한 옹벽의 정적 및 동적 토압, 안전정지지진 및 폭풍해

일에 의한 파압을 작용하중으로 고려하였다. 평가결과 기초지반에 작

용하는 벽체하중 및 침하량은 허용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해안방벽 증축공사에 대한 현장검사가 진행중에 있다. ’12.6.26

일 기준으로 전체 콘크리트 타설량의 43.1%(1발 30.1%, 2발 55.3%)가

완료되었다. 지금까지의 검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해안방벽 증설공사

가 콘크리트 작업절차서(WPP-041-C)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에 투입되는 레미콘트럭

에 대한 균일성시험결과 및 펌프카에 대한 타설장비 성능시험이

ASTM C 39 및 ASTM C 94의 요건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콘

크리트 관리시험 입회 결과, 콘크리트 강도 시험 수행 일자를 준수하

여 적절히 수행되고 있고, 시험 결과도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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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부 구간에 대하여 현장시료를 이용한 액상화가능성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하절기 대비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품질관리 등이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발전정지 유발기기의 신뢰도 증진(6-7)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르면 경험을 분

석하여 그 결과를 설비․안전성관련기준․운영절차서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건에서 발전정지 유발기기의 관리 프

로그램간 연계부족으로 사전 예방가능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을 고려하여, 발전정지 유발기기(SPV; Single Point Vulnerability)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 과거 고장사례 및 고장 근본원인 분석결과를 예

방정비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개선사항이 제시되었다.

한수원은 실무회의를 통해 발전정지유발기기의 관리현황을 검토하

고, 사업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엔지니어링-06(발전정지유발기기

관리)과 표준기행 정비-15(예방정비 프로그램)를 개정하였다.

지침-엔지니어링-06의 경우, 발전정지유발기기 선정시 운전 및 정비

경험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SPV 모니터 운영을 추가시켜 잠

재적 발전정지유발기기를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표준기행 정비-15의

경우, 발전정지유발기기에 의해 정지가 발생되어 후속조치사항으로

예방정비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예방정비를 변경하도록 개정하였다.

발전정지유발기기 관리 프로그램에 SPV Monitor를 활용한 작업관

리 프로그램이 추가됨으로써, 정상운전 중 계획/비계획된 작업 중 원

자로정지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운전 및 정

비경험을 평가하여 발전정지유발기기 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발전정지유발기기 문제로 정지되었을 경우, 예방정비를 변경

토록 절차를 개정한 것은 발전정지유발기기 범위와 예방정비를 통한

신뢰도 증진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

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현장점검결과, SPV 목록은 고리1호기 정밀점검이후, 2010년 SPV

감시프로그램 개발 관련 고리1,2호기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FMEA)

결과를 토대로 ’11.7.8일 고리1호기는 23개, 고리 2호기는 52개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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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1년 5월~10월까지 SPV 신뢰도 개선 TF

를 운영하여, 추가된 항목과 기존 항목에 대해 예방점검 주기, 부품교

체 주기, 정비절차서 개정, 설계변경 등을 검토하여 개정하여 SPV 항

목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고리1호기는 발전정지 유발기기의 신뢰도 증진과 관련된 안

전개선사항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시 대책 확보(3-5)

한수원은 사용후연료저장조 냉각기능 상실시 비상충수 수단을 이용

한 냉각수 보충방안과 충수방법을 관련 절차서에 반영하여 ’12.4.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사용후연료저장조의 주요

변수가 주제어실에 지시될 수 있고, 냉각수보충계통의 설비들이 안전

등급 전원에서 수전되며, 사용후연료저장조에 조사된 연료가 있는 경

우에는 발전소 운전모드에 관계없이 안전등급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

는지, 내진검증된 수단으로 냉각수 보충방안이 확보되는지 등의 개선

사항이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반 개

선사항들이 운영절차서에 반영되고 교육훈련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

는지를 검토하였다.

현장점검 결과, 본 후쿠시마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고리1호기의 “사

용후연료저장조 냉각계통 비정상” 시 대응 절차서(1-2-365, 개정14)에

발전소 정전사고(SBO, Station Black Out)시 기존 절차를 수행할지라

도 사용후연료저장조 온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저온의 냉각수를

주입하여 온도를 정상으로 복구하는 절차가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음

(’11.6)을 확인하였다.

- 디젤구동 화재방호펌프로 사용후연료저장조 지역 옥내소화전을

통하여 사용후연료저장조에 급수하는 방안

- 터빈건물 대형문 옆으로 소방차를 접근시켜 소방호스로 사용후연

료저장조를 충수하는 방안

또한, “고리1호기 사용후연료저장조 비상보충수 공급배관을 신설”

하여 SBO 등으로 인한 사용후연료저장조의 냉각능력 상실시에도 소

방차 등 가용한 수원과 방법을 사용하여 냉각수를 보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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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위 설치와 관련한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해당 설계변경서가 ’12.

5. 18 고리1발전소의 원자력안전위원회(PNSC, Plant Nuclear Safety

Committee)에 상정되어 검토중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진설

계된 보충수 공급관로는 ’12. 12월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임도

확인하였다. 다만, 안전등급 계측기 설치와 냉각수 보충계통의 안전등

급 전력공급 사항은 ’14년 말까지 추진일정을 제출하여 온바, 최적화

된 추진일정과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 주요기기 및 배관의 가동중검사 강화(6-2)

한수원은 원자로 노심대 용접부 검사주기 단축 및 안전등급 1 배관

가동중검사 범위 확대에 관한 이행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가동중검사

계획서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동중검사가 수행될

예정이므로 적합하다.

고리1호기 원자로 노심대 용접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2-10호 및 KEPIC MIB-2000 요건에 따라 10년에 1회 가동중검사가

수행되어야 하나, 원자력안전과-1566(2011.05.06)호로 5년에 1회 가동

중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제4주기 6차 가동중검사

시 수행예정이었던 원자로 노심대 용접부 검사를 제4주기 4차 및 6차

가동중검사 시 수행하는 것으로 가동중검사 강화 계획(검사주기를 10

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반영하였으므로 적절하다.

고리1호기 안전1등급 배관 용접부 가동중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 및 KEPIC MIB-2000 요건에 따라 전체 검사대상 중

에 25%에 대해 가동중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안

전과-1566(2011.05.06)호로 안전1등급 배관 용접부 중 50%에 대해 가

동중검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로냉각재계통 배

관 등의 가동중검사 대상을 25%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한 가동중검

사 강화 계획을 반영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지진 자동정지 설비 설치(1-1)

한수원은 고리1호기 지진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을 신설하여 이에 대

해 ’12.1.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였다. KINS는 ’12.6.21일 현

재 2차 질의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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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개선대책

계획

전원전

완료
고리1호기

1-1 지진 자동정지설비 설치 2013 심사중

1-2 안전정지유지계통 내진성능 개선 2014 진행중

1-3 원전부지 최대 지진에 대한 조사·연구 2013 진행중

1-4 주제어실 지진발생 경보창 등의 내진성능 개선 2013 진행중

1-5 월성원전 진입 교량의 내진성능 개선 2012 해당없음

2-1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 2012
심사종결,

공사중

2-2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 2014 진행중

2-3 원전부지 설계기준 해수위 조사 연구 2013 진행중

한수원은 지진 자동정지 설비를 설치하였으나 KINS에서 설비의 안전

성 심사가 종결된 이후에 운영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 스위치야드 설비 관리주체 개선(3-4)

한수원은 스위치야드 설비관리 주체 개선조치 결과를 ’12.4.30일 규

제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한수원은 한전에서 작성한 대형지진 또

는 해일에 의한 전력설비 고장시 긴급복구절차와 스위치야드 관할 전

력소별 재해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스위치야드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소외전원을 공급받지 못할 경

우 원자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야드를 관리

하는 주체는 원자력발전소의 지리적 특성, 지진 또는 해일시 접근성,

원자로의 안전성과 방사선 누출사고 등을 고려한 복구의 신속성 등을

반영한 “재해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자

력발전소 스위치야드를 관리하는 각 전력소의 “재해재난대응 매뉴얼”

에는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

였다. 이에 따라 해당 전력소 및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매뉴얼을 작성,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보완하

고 실제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확보 등을 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2.5.1-1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안전개선사항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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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개선대책

계획

전원전

완료
고리1호기

2-4 냉각해수취수능력 강화 및 해일 대비 시설 개선 2015 진행중

3-1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 등 확보 2014 진행중

3-2 대체비상디젤발전기 설계기준 개선 2014 진행중

3-3
예비변압기 앵커볼트 체결 및 월성원전 비

상전력공급계통의 연료주입구 설비 개선
2012 진행중

3-4 스위치야드 설비 관리 주체 개선 2013 심사중

3-5 사용후핵연료저장조냉각기능 상실시 대책 확보 2012 진행중

3-6 최종 열제거설비 침수방지 및 복구 대책 마련 2013 진행중

3-7 옥외 설치 탱크 파손 대비책 마련 2014 진행중

3-8
주증기안전밸브실 및 비상급수펌프실의

침수방지 대책 마련
2014 해당없음

3-9 소방계획서 개선 및 협력체계 강화 2011 완료

3-10 화재방호 설비 및 자체소방대 대응능력 개선 2013 진행중

3-11 원전 성능위주 소방설계 도입 2012 진행중

4-1 피동형수소제거 설비 설치 2015
기설치(201

0)

4-2 격납건물 배기 또는 감압설비 설치 2015 진행중

4-3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 주입 유로 설치 2015 진행중

4-4 중대사고 교육 훈련 강화 2011 완료

4-5
사고관리전략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대사

고관리지침서의 개정
2012 진행중

4-6 정지·저출력 운전중 중대사고관리지침서 개발 2012 진행중

5-1 원전인근주민보호용 방사선방호 장비 추가 확보 2012 진행중

5-2
다수호기 동시 비상발령 등 방사선비상계

획서 개정
2011 완료

5-3 장기 비상발령 대비 비상장비 추가 확보 2012 진행중

5-4 비상진료기관의 장비 추가 확충 2013 해당없음

5-5 방사선 비상훈련의 강화 2012 진행중

5-6 장기전원상실시 필수 정보의 확보방안 강구 2013 진행중

5-7 보수작업자 방호대책 확보 2012 진행중

5-8 비상대응시설 개선 2015 진행중

5-9 방사선 비상시 정보공개 절차 개정 2012 진행중

5-10 비상계획구역 밖의 주민보호조치 2013 진행중

5-11 비상경보시설의 성능 강화 2014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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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번호
개선대책

계획

전원전

완료
고리1호기

6-1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 대폭 강화 2012 진행중

6-2 주요 기기 및 배관의 가동중검사 강화 2012 심사중

6-3 경년열화 관리계획 통합관리방안 수립․이행 2012 진행중

6-4 주요 능동기기 성능변수 관리 강화 2012 진행중

6-5
정량적 피로 관리 강화를 위한 피로감시

시스템 설치
2015 해당없음

6-6 가압기 하부헤드의 피로 건전성 강화 2012 해당없음

6-7 발전정지 유발기기의 신뢰도 증진 2012
진행중

(일부완료)

6-8 운영 인력 적정성 평가 2013 진행중

6-9 소내 전력공급계통 신뢰도 향상 2013 진행중

6-10 구매 품질보증 체계 점검 강화 2011 완료

7-1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주제어실 개선 2012 해당없음

7-2 하나로 및 부대시설 부지의 침수심 재평가 2012 해당없음

7-3
복합적 방사선비상 상황을 반영하여 방사

선비상계획서 개정
2012 해당없음

5.2 수소제거설비(PAR) 점검

가. 목적

○ 고리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증진사항에 따라 설치된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대비용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의 설치상태와 수소제거 성능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 등이

제작사에 제공하는 기준과 운영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를 점검한다.

나. 점검 내용

1) 원자로 가동전 PAR의 제작·설치 및 수소 제거 성능 점검

- PAR의 설치 위치 및 상태

- 설치전 촉매체 운전가능성 및 수소 제거 성능 확인

2) 원자로 가동중 PAR의 수소 제거 성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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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매판 운전가능성 시험

- 제작사 보증 성능 확인시험

3) 원자로 가동중 PAR 외함 및 촉매체 설치상태 육안점검

- 외함, 지지대 등 구조적 연결부위 건전성

- 재결합기 내부 및 촉매판 이물질 여부

다. 점검결과

1) 원자로 가동전 PAR의 제작·설치 및 수소 제거 성능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5호(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8조 제8항에 따라, 고리1호기 제27

차 계획예방정비 기간(’09.12월)에 계속운전 중대사고 수소 안전성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소가 축적되는 주요 지점에 PAR를 설치하였다. 고리1

호기에 설치된 PAR는 캐나다의 AECL에서 설계·제작한 설계기준사고

대비용 PAR 8대(PAR-1 4대, PAR-2 4대)와 중대사고 대비용 PAR 26대

(PAR-1 18대, PAR-2 8대)를 포함하여 총 34대이다. PAR의 두 가지 형

태인 PAR-1과 PAR-2의 촉매판 수는 다음과 같다.

- PAR-1 촉매판 수 : 31개

- PAR-2 촉매판 수 : 47개

34대의 PAR는 중대사고 수소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대로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었고, 설치 상태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PAR에 대한 설치전 촉매판의 수소제거 성능 확인을 위해

2010년초 한수원의 현장 인수시험을 입회하였다. 현장 인수시험은 현장

에 설치된 촉매판 성능시험장치(Whole Plate Tester)에서 수행되며,

Whole Plate Tester에 촉매판을 장착한 후에 수소농도 2% 그리고 상온

을 유지하면서 수소가 제거되는지 확인하였다. KINS는 전체 촉매판 중

3%를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한수원은 선택된 촉매판에 대해서 성능시

험을 수행하였다. 입회결과, 수소제거 성능이 운영기술지침서 및 운영

절차서에 제시된 판정기준(30초 이내에 25oC 이상 상승 혹은 60초 이내

에 43oC 이상 상승)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2) 원자로 가동중 PAR의 수소 제거 성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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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기 운전 후 2011년 1월, 제28차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운영절

차서에 제시된 성능확인 시험을 입회하여 PAR의 수소제거 능력이 유

지되는지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모든 PAR에서 수소제거 성능 저하가

발생하여 수소제거 능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이의 성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수소제거 성능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한수원은 이와 같이 한 주기 운전 후 PAR의 수소제거 성능 저하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결과, 한 주기 동안 PAR가 격

납건물 내부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격납건물 내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

물질(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촉매체에 흡착하여 촉매체

의 성능 저하가 주요 원인임을 파악되었다. 또한 AECL은 VOC 영향과

는 무관하게 중대사고시 격납건물 내부 온도 100℃ 그리고 수소농도 2%

에서는 수소 제거 반응이 즉각 개시함을 입증하였다. 한수원은 이의 수

소 제거 조건을 중대사고 수소분석에 반영하였으며, 중대사고시 격납건

물 내에 수소가 적절하게 제거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AECL은

PAR의 VOC 영향을 고려하여 작동성이 보장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중대사고시 PAR 작동에 의한 수소 제거 성능을 보장하였다.

한수원은 이와 같은 AECL의 PAR에 대한 VOC 영향 평가결과 그리

고 중대사고시 수소분석결과를 토대로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수행되

는 PAR의 수소제거 성능보장 확인시험 방법을 수정하였다. 즉 PAR의

성능시험 수행 이전에 PAR를 250oC에서 1시간 동안 노출하여 재생하

도록 운영절차서를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시험방법(250oC에서

1시간 노출한 후에 35oC 및 2% 수소농도에서 수소 연소 확인)에 따라

PAR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 판정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2주기 운전 후 2012년 2월 제29차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촉

매판에 대한 수소 제거 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 운영기술지침서와 운

영절차서의 판정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3) 원자로 가동중 PAR의 외함 및 촉매체 설치상태 현장점검

1주기 운전 후인 제28차 계획예방정비기간 그리고 2주기 운전후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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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차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격납건물 내부의 PAR에 대한 육안점검을

수행하였으며, PAR는 구조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고리1호기 안전점검에서 현 상태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설치된

PAR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외함 및 구조적 연결부위의 건

전성이 유지되고, PAR의 내부 및 촉매판에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PAR의 현장시험 관련 운영절차서가 시정조치에 맞게 적절히 개

정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였다. 개정된 운영절차서는 PAR 시

험전 재생조건(250
o
C에서 1시간 노출)과 시험조건(2% 수소농도와 35

o
C에

서 시험수행) 그리고 판정기준(30초 이내에 25
o
C 혹은 60초 이내에 43

o
C

이상 상승시 만족)이 적절하게 반영·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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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안전운영 체계 및 제도 점검 결과

1. 안전관리체계

1.1 보고시스템 개선 적합성

1.1.1 24시간 상시 감시․경보 체계 개발계획 적합성

○ 목적

규제기관이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동감시시스템과 별도로 원전

이상상태 발생시 은폐 방지 및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자동통보시스템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 점검내용

- 한수원 자체의 원전이상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의 적절성

- 자동통보 대상 항목 선정 적절성

- 자동통보 대상자 및 관련 기관 선정 적절성

- 불필요한 경보통보 방지 체계 적절성

- 경보 모니터 설치 관련 기관 선정 적절성

- 누락 은폐 가능성 사전제거를 위한 자동통보체계의 적절성

○ 점검결과

- 한수원은 원전 이상 자동통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4시간 상시 감

시경보 체계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12월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전소 운전변수를 실시간으로 측정, 통합서버에 제

공하여 보고대상 사건의 조건 만족시 경보를 발생시키는 알고리즘을 구

성하는 개략도를 작성 중에 있다.

- 자동통보 대상 항목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2012-85호) “원자력이용

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과 표준기행 운영-04 “원전 운

영보고 및 정보공개 절차”에 해당하는 보고 대상 항목 중 냉각재 누설량

계산, 시료분석, 절차서 진입, 안전변수 증상 진단 등 담당자의 판단이 필

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자동 전송이 가능한 신호를 적절하게 선정하였다.

- 현행 보고규정 상 24개 보고대상사건 중 압력경계 관통결함 등 자동통

보가 불가능한 사항을 제외하고 자동통보가 가능한 신호인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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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안전모선 정전,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방사선감시계통 동작 등 10

개 항목을 적절하게 분류·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자동통보 대상 관련, 실시간 문자 전송 대상으로 사내에는 사장을 포함

한 본사 경영진, 발전본부 및 안전본부 차장급 이상, 발전소 차장급 이

상, 안전감시역 등을 선정하였고, 사외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

전위원회 지역사무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식경제부, 민간환경감시

센터, 원전 소재 지자체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상기 기관 중 원전 소재 지자체 및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대하여는

시험․정기점검 중의 불필요한(오류) 문자 자동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감시역의 검토 후 전송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규제기관에는 실시간

으로 모든 보고사건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도록 구성되어 누락과

은폐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경보 모니터 제공 대상으로 사내에 원전운영 종합상황실, 주제어실, 각

발전소 안전팀 조사파트, 안전감시역을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

고 있으며, 경보 기록(History)은 감시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

로 보고 대상 사건의 신속한 대응 및 은폐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적절하

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한다.

- 경보 모니터 및 자동통보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운전변

수 제공 서버 정전에 따른 신호 상실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대책을 한수원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무정전

전원장치(UPS) 추가를 통해 서버 시스템 건전성 확보 계획을 제출하였

으며, 이러한 조치 계획은 적합하다.

- 한수원은 경보 모니터 및 자동통보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

까지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대상변수 선정, 시스템 구축, 시험 및 보

완에 관한 세부 추진 일정을 정하였고, 이의 추진을 위해 서버, PC, 프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제반사항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24시간 상시 감시․경보 체계 개발 계획”은 적합하게 수립

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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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원전현장에 안전감시역 임명 등 안전감독 조직 체계 개선

가. 목적

원전 현장의 안전 관련 사항이 한수원 본사에 누락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안전감독조직을 적합하게 개선했는지를 확인한다.

나. 점검내용

○ 고리1호기에서 안전감시역과 안전담당관 임명 여부, 안전감독 조직

체계의 타당성

다. 점검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언론 발표(‘12.03.21)를 통해 제시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 관련 조사현황 및 향후대책」안에는 안전감독조직의 개

선에 대해 다음의 2가지 원칙을 요구하였다.

○ 본사에 안전감시역을 두고 24시간 안전현안 업무 전담

○ 원전현장에는 간부급 직원을 안전담당관으로 임명하되 본사소속으로

하고, 본사 안전감시역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

본 점검에서는 고리1호기에서 안전감시역과 안전담당관 임명 여부,

안전감독 조직체계가 상기 2가지 요구 사항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감독조직의 개선 현황을 확인하였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과 관련한 지식경제부의 「원전운

영 개선 종합대책(4.13)」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 원전 현장의 안전감

독조직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원전 현장 감독부서를 각 원전 본부

장 직속으로 하고 안전감시역 1명과 안전담당관 5명을 우선 인사발령

(‘12.05.10)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한수원은 본부 직할의 안전감시역 및 안전담당관의 안전감독 업무 수

행에 필요한 기초지식의 습득을 위해 전 원자력본부 안전감시역 및 안전

담당관을 대상으로 원자력교육원에서 3일간 기본교육을 실시(‘12.05.14-16)

하였다. 안전감시역의 운영형태는 원전현장에서 4조 3교대로 편성하여

’12.05.2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감시역은 원전현장의 안전관

련 사항을 본사 안전처(안전계획팀)에 매일(07:00) 전자우편으로 보고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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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안전감독조직 개선은 4개 지역 원전본부별로 안전감시역․안
전담당관을 신설․운영하여 현장의 안전감시 강화 조치를 이행하고는 있

었으나, 당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에서 요구하였던 본사

소속 안전감독조직에 의한 현장 안전감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

는 않았다. 이는 원전 현장의 안전관련 사항이 현장과는 별도로 본사

조직에 의해 한수원 본사로 직접 보고되어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책

의 목적과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안전감독조직이 신설․운영

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체계를 보완할 것을 한수원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본부별로 안전감시역․안전담당관을 운영하

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본사에 24시간 안전현안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

감시역을 두고, 원전현장에는 본사소속의 간부급 직원인 안전담당관이

본사 안전감시역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안전감시체계를 재수립하

였다. 이러한 조치는 원전현장의 안전관련 사항이 한수원 본사에 직접

누락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요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고 있으므로 적합하다.

1.1.3 원전 운영정보 홈페이지 구축 운영방안 적합성

가. 목적

한수원이 보고시스템 개선의 하나로 자체 수립한 원전운영 정보공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해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실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점검내용

○ 원전운영 정보공개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계획의 타당성 및 실

행가능성

○ 콘텐츠 작성 방안, 원전 본부별 주민 정례 브리핑 제도 등의 적절성

과 실효성

다. 점검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 관련 조사현황 및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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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책(‘12.03.21)」 내의 보고시스템 개선 요구에 따라, 한수원은 언론

과 주민 등의 신속한 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전운영 정보공

개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을 자체 개선사항으로 추가 도출하였다.

본 점검에서는 동 개선항목과 방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요구한 보

고시스템 개선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정보공개 전용 홈페이지 구

축․운영, 콘텐츠 작성 방안, 원전 본부별 주민 정례 브리핑 제도 등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중점 점검하였다.

한수원이 정부에 제출한 ‘원전안전성 증진 종합대책’에는 보고시스

템과 관련한 사항을 ‘12.12월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한수

원은 원전 운영정보 홈페이지 운영 및 원전 주변지역 소통 강화를 위

해 정보공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지속적 개선, 홈페이지 게시 콘텐

츠 작성, 정보공개 전용 홈페이지 운영 및 원전 본부별 주민 정례 브

리핑제도와 정기간담회의 개선방안을 ’12.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계획

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공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은 네티즌이 요구하

는 수준의 정보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원전 발전현황, 건설현황, 원

전주변 환경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수원 본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에 독립적 게시를 위한 ‘원전운영

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12.05.12일부터 임시로 운영하고 있

으며 이후 ‘12.0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

홈페이지 게시 콘텐츠에 포함되는 발전현황, 건설현황, 안전관리 현

황 등은 각 처,실별로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

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전용 홈페이지 운영을 위

하여 홈페이지 구축 및 콘텐츠 개발를 위한 TFT 구성 및 회의(2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미 원자력정보 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전력, 문화재단 등의 기관에서 공개하는

원전운영정보 내용은 비교적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의 연계는 원전 사고·고장 등을 국내에서 가장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와만 연계

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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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본부별 주민 정례 브리핑 제도시행 및 정기(수시) 간담회 개최

는 ‘12.05월부터 매월 1회 언론 등에 정례 브리핑 실시 기본계획 수립

하여 본부 주요현황, 현안 및 주민관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한수원 홈페이지가 원전 출력 현황, 계획예방정비, 불시정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어, 원전주변 지역 주민은 물론 언

론 및 국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 원전 운영정보 전용 홈

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 세부적인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보고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

시스템 개선 대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한수원의 개선 방안은

타당하다.

1.1.4 전 원전 CCTV 추가 설치 및 감시기능 강화

가. 목적

한수원이 보고시스템 개선의 하나로 자체 수립한 전 원전 CCTV 추

가 설치 및 감시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실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점검내용

○ 원격감시가 가능한 통합 감시 체계 보완 방안의 타당성

○ 감시카메라 추가설치,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감

시 효율 증대, 발전소 노형별 감시대상, 카메라 설치 및 원격감시 장

소 표준화, 감시목적에 따른 감시설비 최적화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

과 실행 가능성

다. 점검 결과

한수원은 기존 CCTV 감시 시스템은 원전 핵심설비 운전상태 감시와 관

리구역 작업인원 통제 등 감시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고장이 주로 발생

하는 2차측 및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가 어렵고 본사 및 현장에서 원격

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합 감시체계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

한 자체 개선방안을 추가로 도출하여 이행중이다.

한수원의 개선방안은 고장이 주로 발생하는 2차측과 사각지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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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시를 기존 CCTV 감시 시스템에 추가하고, 본사 및 현장에서 원

격감시가 가능한 통합 감시 체계로 보강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점검에서는

발전소 노형별 감시대상, 카메라 설치 및 원격감시 장소의 표준화, 감

시목적에 따른 감시설비 최적화 등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

성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한수원은 원전 핵심설비 운전상태 감시와 방사선 관리구역 작업인원

통제 등의 감시를 위해 고리1발전소 주제어실에 CCTV 주장치를 설치

하고, 운전원이 표 3.1.2-1에 나열된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상태 등을 선택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설비의 원격감시 장소 확대를 위한 CCTV 카메라 추

가설치를 위해 한수원 본사 주관으로 본사, 각 원전본부 사업소, 양수

발전소 등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12.02.23)하여 감시대상, 카메

라 설치장소 등에 대해 협의하는 등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다.

카메라 설치에 부가하여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감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수원 본사 정보통신팀에서는 자체계획

을 수립하여 기술규격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노형별 감시

대상, 카메라 설치 및 원격감시 장소 표준화를 위해 터빈건물 중요 회

전기기, 제어케비넷, 정주기 시험설비와 변압기, 전력케이블 및 화재

우려지역 등에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감시 목적

에 따른 CCTV 카메라 최적화 방안을 위해 영상, 화상, 고/저해상도

등 기술적 사항을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이다.

표 3.1.2-1 기존 CCTV 카메라 설치 장소

설치장소 감시대상
설치 대수

(1호기/2호기)

격납건물 RCP 등 7/9

보조건물 충전펌프실 등 12/10

2차측 건물 차단기실 등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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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전소 운영부서에서는 필요시 고리본부의 FA(Factory

Automation)망을 이용하여 원격감시를 하고 있으나, 한수원 본사에서

는 발전소 원격 감시를 할 수 없어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을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다. 한수원이 제출한「전 원전 CCTV

추가설치 및 감시기능 강화」추진계획에는 2013.03월까지 설비 구매와

설치를 마치고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핵심설비 운전상태와 관리구역 작업인원 통제 감시에 추가하

여 고장이 발생하는 2차측 및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하고, 이를 원

격으로 본사와 현장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

회의 보고시스템 개선 대책인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강화의 취지를 만

족하고 있다.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감시기능 강화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리1

호기 전력공급중단 관련 조사현황 및 향후대책(‘12.03.21)」에서 요구한

보고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고시스템 개선 사항 중

감시․경보체계의 개발은 전 원전에 대해 2012년말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자체 개선방안이라 해도 이 기한에 맞춰 완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추가개선 요구에 따른 한수

원의 이행계획에 CCTV 추가설치를 발전소 정상운전 기간 중에는 격

납건물내 카메라 추가 설치, 케이블 포설작업 등 원전 안전성 위협요

소가 존재하여 O/H기간 중에만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다. 전 원전의 O/H기간을 감안하면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

로 2014.12월까지 추진하는 한수원의 계획은 타당하다. 고리1호기는

2013년 O/H시 설치 예정이다.

또한 추가 개선사항으로서 2012년 말까지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

여 본사의 안전감시역과 현장 안전담당관이 CCTV 감시 시스템을 활

용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이행계획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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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문화 관련 점검

1.2.1 조직 및 제도 개선 분야

○ 목적

- 고리1호기 SBO 사건과 관련하여 고리 1발전소가 수행한 근본원인 분석

결과에 대해 검토하여 조직 및 인적성능에 관한 개선내용이 적합한지 점

검하고, 본사 및 고리 1발전소의 안전문화 이행을 위한 조직, 제도, 절차

및 수행결과에 대해 점검한다.

- 고리 1발전소의 경영진이 SBO 사건을 은폐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수원이

발전소 경영진 선임시 국제기준에 따라 경영진의 안전관련 역량을 평가

하는지 점검한다.

○ 점검내용

- 고리1호기 SBO 사건에 대한 근본원인 분석보고서

- 본사 및 고리 1발전소 안전문화 이행 현황

- 발전소 경영진 자격 및 역량평가 기준

○ 점검결과

(안전문화 제도의 적합성)

- 고리1호기 SBO 사건 관련 고리 1발전소의 근본원인 분석절차의 타당성

을 점검하기 위해 고리 1발전소에 운영개선 프로그램(CAP)에 따라 작성

해야 하는 근본원인 분석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12.5.22일 요구하였

으며, 고리 1발전소는 ‘12.6.14일 이를 제출하였다. 고리 1발전소가 제출

한 근본원인 분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본원인 분석에 사용한 사건 및

원인요소기법, 방벽분석의 평가방법과 현재까지 도출된 단기 및 중·장기

시정조치계획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조치계획에는 보고 시스템

개선, 인력 및 역량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의 조직 및 인적성능과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사 및 고리 1발전소 안전문화 이행 현황에 대해 한수원 본사가 전 원

전을 대상으로 수행한 최근 5년간(2006~2010년, 2년마다 수행) 안전문화

자체평가결과를 검토한 결과 안전중시 업무환경, 안전성과에 대한 공정

한 평가, 안전문화에 대한 관리자 리더쉽 등이 공통적인 개선요구사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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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하였다. 또한

평가대상을 전 직원으로 하여 표본의 대표성은 확보하였으나, 설문조사

에만 의존하는 점, 만족도에 가중치를 두는 자체적인 안전문화지표를 사

용하는 점 등의 문제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11년 안전문화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앙연구원에서 면담위주

의 평가방법을 새로 개발하여 시범적용을 마치고 표준기행 절차서를 개

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와 함께 한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원자력에너지협회(NEI) 등에서 제시하는 안전문화 모델을 반영

하여 한수원의 안전문화 모델을 재설정하고, NEI-09-07에서 제시하는 수

준의 안전문화 이행체계를 도입하며, 안전문화 평가자 자격요건 설정 및

평가자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12.11

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수원의 안전문화 이행 조치는 적합하

며,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발방지대책 17번(규제기

관 차원의 안전문화 평가) 및 20번(정기검사 항목에 안전문화 추가) 항목

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진 자격요건 적합성)

- 한수원은 발전소 경영진 선임시 표준기행 절차서 운영-06(발전소 직원

자격관리)에 따라 발전소장, 운영실장, 기술실장, 발전팀장은 학력, 경력,

면허요건을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발전소 직원 자격관리 절차서는

ANSI/ANS-3.1-1993의 학력, 경력 및 면허요건을 반영하고 있다. 한수원

의 표준기행 절차서와 ANSI/ANS-3.1 기준을 비교한 결과 동 절차서는

ANSI/ANS-3.1의 특수 요건 중 면허요건은 반영하고 있으나, 발전소장의

관리·감독 능력에 대한 평가는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 ANSI/ANS-3.1발전소 소․실장의 역량 요건사항으로는 관리자의 관리·감

독 능력에 대한 평가요소로 (1)리더쉽, (2)의사소통, (3)관리자 책임사항,

(4)동기부여, (5)문제점 분석과 의사결정, (6)행정절차의 6개 항목을 설정

하고 있고, 관련 자질의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 혹은 업무경력을 요구하

고 있다. IAEA의 관련기준은 기본 안전원칙(SF-1)의 3.12항에서 경영층

은 안전문제에 대한 리더쉽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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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련 안전기준(NS-G-2.8) 2.18항에서 관리자의 선발기준으로 안전에

대한 태도, 안전우선 의사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수원은 소실

장의 선발시 IAEA 안전기준에서 권고하는 안전관련 역량을 평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소

실장 선발과정에 안전관련 역량평가를 하도록 한수원에 요구하였다. 이

에 따라 한수원은 ‘12.11월까지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표준기행 절차서

운영-06을 개정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한수원이 IAEA에서 권고하

는 경영진의 안전관련 역량평가를 발전소 직원 자격관리 절차서에 반영

하는 조치는 적합하며,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발방

지대책 17번(규제기관 차원의 안전문화 평가) 항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1.2.2 안전관리/운영 개선 분야

○ 목적

-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은 한수원이 변화관리 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도입,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와 방법에 있어 타 업무와

중첩 또는 업무 가중요인이 되어 조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점검한

다.

- 고리 1, 2호기는 계통구성 및 설비가 상이하고 설비 노후화에 따른 지속

적인 설비개선이 진행 혹은 계획되고 있으므로 고리1호기의 특수성을 고

려한 고리 1발전소의 인력구성 적합성을 점검한다.

○ 점검내용

- 운영개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내 운전경험보고서, 원전 인적행위개선

관리(HPES), 보고대상 사건 보고서 작성 등 타 업무와의 연계성 점검

※ 인적행위개선관리 : 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 (HPES)

- 운영개선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고리 1발전소 및 전체 발전소별 통지 발

행 현황과 업무 가중요인 등의 관점에서 점검

※ 운영개선프로그램 : Corrective Action Program (CAP)

- 고리 1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한 발전소 정원 설정기준, 인력확보 계획

의 적합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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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2 운영개선프로그램과 유사업무 비교

명칭
운영개선프로그램

(CAP)

국내

운전경험보고서

원전인적행위개

선관리(HPES)

(보고대상사건)

상세 보고서

시행근거
표준기행

운영-10

표준기행

자료-03

표준기행

자료-07

원자력안전위원

회 고시

제2012-85호

조치기한
1,2,3등급별

각 3주,2주,1주
60일 30일 60일

조치빈도

(‘10년~’11년)

35건/'10년(1,2급)

69건/'11년(1,2급)

56건/'10년

47건/‘11년

3건/'10년

2건/'11년
2건/년

담당(본사)
안전기술처

원자력안전팀

발전처

성능관리팀

발전처

발전운영팀

발전처

발전운영팀

관리(사업소)
안전팀

안전평가파트

직할부서

교육훈련파트

안전팀

조사파트

안전팀

조사파트

작성(사업소) 경험부서 경험부서 경험부서 안전팀

주안점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관리

국내외

운전경험 정보

활용

직/간접 인적

행위로 인한

사건조사

사고⦁고장

발생시 정부

보고

○ 점검결과

(운영개선프로그램)

- 운영개선프로그램과 유사 업무의 특징을 고리 1발전소 업무결과를 반영

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3.1.2-2와 같다.

- 운영개선프로그램은 사건 조사를 위한 분석기법이 수립되어 있는 등 발

전소의 모든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5호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한수원은 원인분

석기법을 활용하여 근본원인을 확인한 후 60일 이내에 고시에 제시된 작

성지침에 의거 상세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보고대상 사건이 아니

지만 운전경험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때는 표준기행 자료-03 절차서에

따라 국내 운전경험보고서가 작성된다. 자료-03 절차서에는 별도의 원인

분석기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운영개선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분석기법

을 사용하고 이를 참고하여 운전경험보고서 작성 시에는 WANO 운전경

험프로그램 참조매뉴얼(2001.8)에 제시된 원인항목 중에서 선택하고 있

다. 한편 운영개선프로그램은 문제점의 중요도에 따라 근본원인분석, 표

면원인 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인적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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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한 사건이면 표준기행 자료-07에 따라 별도의 원인분석도

구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현재 동일한 사건에 대해 표준기행 운

영-10 및 자료-07에 따른 2가지 원인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분석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각 업무를

담당한 한수원 본사 조직이 서로 상이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 노력이 초

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인분석기법은 그 세부내용에 유

사성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유사 업무의 중복 수

행을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운영개선프로그램은 도입기(‘06.4~’07.9)를 거쳐 전체 사업소에 확대 적용

(‘09.10~현재)되고 있다. 운영개선프로그램은 각 사업소에서 활발하게 이

행되고 있으며 최근 4년(’08~‘11) 운영실적은 통지발행 건수로 가늠할 수

있다. 아래의 표 3.1.2-3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매우 가파르게 통지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고리 1발전소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약 3배로 증가했고, 타 발전소의 경우에도 1.5배~2배가 증가

했다. 이와 같은 통지발행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명시적으로는 사업소

평가에도 적용되지 않는 활동이지만 묵시적으로는 통지발행 건수가 발전

소간 서로 비교되어 경쟁적인 항목으로 각 발전소에 작용하는 것이라 이해

할 수 있다.

표 3.1.2-3 운영개선프로그램 연도별 통지발행건수 (최근 4년)

발전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고리1발 2,994 5,123 6,567 18,280

고리2발 5,336 6,420 9,526 14,503

울진1발 1,768 9,885 10,835 14,418

울진2발 1,929 7,889 13,777 19,720

울진3발 1,823 3,585 8,844 20,097

영광1발 3,607 9,266 13,019 11,567

영광2발 2,171 7,699 14,141 19,894

영광3발 1,693 6,000 11,946 20,281

월성1발 3,931 3,904 5,388 10,627

월성2발 2,423 2,832 7,876 15,885

합계 27,675 62,603 101,919 1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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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4 고리 1발전소의 운영개선프로그램 활용(통지발행, 분석,

사후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추정치)

CAP

발행건수

1등급

통지건수

2등급

통지건수

3등급

통지건수

예상소요시간

(Man-Hour)

2008년 2,994 4 25 914 42,034

2009년 5,123 2 27 788 39,043

2010년 6,567 3 32 1,185 56,887

2011년 18,280 9 59 3,023 145,000

(산출 방식)

- 통지 발행 0.5시간/건, 등급결정 및 분석후 사후조치 0.5시간/건

- 분석 1등급 120시간/건, 2등급 80시간/건, 3등급 40시간/건

※ CAP 분석은 중급 수준 분석자를 가정, 2개 원전 담당자 의견 반영

운영개선프로그램의 통지 발행 및 분석과 사후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보수적으로 분석하면 실제적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를 가늠할 수 있다.

고리 1발전소의 경우 표 3.1.2-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요시간이 최근 4

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 통지발행 목표치가 30,000건으로

상향된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 한편 운영개선프로그램은 당초 적용범위와 달리 설비개선에 치중되고 조

직관리, 리더십, 문화와 관행 등에 대해서는 실적이 거의 없었다. 이는

운영개선프로그램이 건수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으로 흘러 본질적 업무

개선이라는 도입 취지가 일부 상실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안전문

화 확산과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프로그램 적용분야의 확

대 노력이 필요하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 활용하고 있는 운영

개선 프로그램은 장점과 성과뿐만 아니라 일부 개선될 부분도 확인된다.

한수원은 사건 원인분석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운영개선 프로그램과

연계성을 지닌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여 적용

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

프로그램의 적용범위를 중요 사안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수 위주의 경쟁

적 이행으로 업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



- 116 -

한 보완 요구에 대해 한수원은 ‘12.12월까지 유사업무의 운영개선프로그

램 통합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

다. 또한 ’12.11월까지 운영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 및 전직원 교육

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도구로서 중요사안 중심으로 운영토

록 유도하며, 건수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한수원의 이러한 조치계획은 적합하며,

조치 결과 및 이행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발방지대책 17번(규

제기관 차원의 안전문화 평가) 및 20번(정기검사 항목에 안전문화 추가)

항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구성 적합성)

- 원자력안전협약의 의무조항 중 하나인 제11조(재원 및 인력) 2항에는 발

전소 수명기간 동안 충분한 수의 유자격 인력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수원은 발전소 정원을 “원전 건설/시운전 표준직제”를 근간으로 설정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고리 1발전소는 ‘후행호기 준공 후 3개월 이

상’에 해당하는 시운전 5단계의 정원기준에 따른다. 이러한 표준직제는

동일설계의 2개 호기 기준으로 설정한 발전소 정원이며, 여기에는 고리1

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른 추가적인 설비개선 업무나 고리1호기와 2호기의

상이한 설계에 따른 정비인력의 수요 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리 1발전소와 월성 1발전소와 같이 선행호기와 후행호기가 설계 및 시

기상 서로 다른 발전소, 그리고 계속운전을 준비하거나 계속운전을 시작

하여 대규모 설비개선이 진행되는 발전소에 대한 정원기준을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 요구에 대해 한

수원은 ‘13.3월까지 고리 1발전소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13.12

월까지 직제개편 및 개선을 추진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한수원의

이러한 조치계획은 적합하며, 조치 결과 및 이행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

위원회 재발방지대책 20번(정기검사 항목에 안전문화 추가) 항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수원이 제출한 표 3.1.2-5는 고리 1,2호기의 주요설비가 상이함을 보여

준다. 또한 고리 1발전소의 운영절차서가 1,466건, 고리 2발전소는 911건

으로 약 1.6배의 차이가 나는 것도 1호기와 2호기의 설계 및 설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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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3호기와 4호기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리 1,2호기는

계통구성 및 설비가 상이하여 정비업무를 위한 구매, 작업오더 설계, 정

비수행 검토와 교육훈련 등을 1호기와 2호기 각각에 대해 수행하여야 하

므로 그만큼 더 많은 인력투입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및 시운전 초기자료에 대한 문서분류 체계 및 관련자료가 상이하여 자료

검색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고리1,2호기 현장 및 운전 조건 차이

점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추가적인 업무도 필요하다. 이처럼 고리

1발전소의 정비업무는 동일설계의 발전소보다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

지만 발전소별 기술실의 정비부서 정원(‘12.4.30 기준)을 비교한 다음 표

3.1.2-6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타 발전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2-5 고리 1,2호기의 주요설비 제작사 및 모델 비교

기기명
1호기 2호기

제작사 모델번호 제작사 모델번호

증기발생기 두산중공업 △60 Westing
House F

가압기 Westing
House 51series Westing

House 84F

CVCS 충전
펌프 Ajax Iron T-150 Pacific

Dressor IJ(2-IN RL)

모터구동보
조펌프 Mather Platt 3 1/2 /5 IN.

F.FC.H Flowserve C-4×10-10NH500
×3

터빈구동보
조펌프 Weir TWL 20HS Flowserve C-4×9-7NH500×3

기기냉각수
펌프 Ingersalrand 10*14SD Hayward

Tyler 18×20×26 NHDJ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GEC 45" I/D,

Horizontal JOSEPH OAT CEN 70-336

MTR 효성㈜ TB70015301 효성㈜ TB70022401

UAT 효성㈜ "A":TB70047701
"B":TB70059101 효성㈜ TB70047602

EDG RustonPaxman
Diesel(UK) 16RK3C Electro-Motive

Diesel(미국) Tandem 16-645E4



- 118 -

표 3.1.2-6 발전소별 기술실 정비부서 정원(‘12.4.30 기준)

발전소

고리1발 고리2발 영광1발 울진1발 월성1발
(*)

기계팀 21 22 22 24 29

전기팀 18 15 15 15 23

계측팀 22 26 24 24 31

합계 61 63 61 63 83

(*) 월성 1발에는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관련 정비인력이 포함

이러한 문제점은 ‘12.5월 실시한 고리 1발전소에 대한 안전문화 평가

에서도 나타났다. 안전문화 평가팀은 타 발전소와 대비하여 1,2호기의 상

이성에 따른 정비종사자 업무부담이 크다는 고리 1발전소 종사자 의견을

근거로 고리 1발전소의 고유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영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적정인력, 업무분장 등 근무환경 개선검토를 6개

개선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12.7월 조치계획을 수립, 이행할 계획

이다. 고리 1발전소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추가 인력을 17명으로 산정하

였으며, 이의 적정성 여부는 한수원이 직무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리 1발전소의 정비인력은 이 계획의 이행으로 적절

히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비인력이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 전

에는 정비기간을 충분히 늘려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편, 고리1호기와 2호기는 대규모 설비개선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3월 설비개선실을 신설하여 필요한 인력확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2.3 인사/평가제도 개선 분야

○ 목적

-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사건이 은폐되고, 규제기관 보고도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안전문화 결여에 대해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 및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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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안전관련 문제점에 대한 보고 및 은폐 문제점 해소방안

- 인센티브 및 발전소 평가제도의 안전성 관점 적합성

○ 점검결과

(안전관련 문제점 보고)

- 원자력안전법 제102조(종업원의 보호)는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는 행

위,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보하는 행위, 이를 증

언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해고 혹은 불이익을 금지함으로써 원전 종업원의

안전에 관한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종사자들이 안

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경영진 및 규제기관에 제기

할 수 있는 “안전중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규제현안개요(RIS-05-08)에

서 직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익명이 보장되는 문제제기 경로의 운영,

주기적 자체평가, 협력업체 전파 및 관리감독, 불이익 방지 인사제도 등

으로 구성되는 권고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한수원은 표준기행절차서 안전-11(원자력 안전문화 증진 및 평가)에서 안

전중시 업무환경을 정의하고 있으나, 고리 1발전소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구비하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한수원 본사차원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내부신고 및 자율신고

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렴행동에 관해서만 활용되고 있으며 원자

력안전에 관해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고리 1발전소는 근본원인분석 보고서에서 안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한수원 본사는 미국의 안전중시 업무환경

(SCWE)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한수원 문화에 적합한 제도 및 절차를

‘12년 11월까지 도입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안전문제를 자유롭게 제기하

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건 은폐 혹은 보고 지연을 예방하는 한수원의

조치 계획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2년 11월까지 새롭게 도입

할 제도와 절차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발방지대책 17번(규제기

관 차원의 안전문화 평가) 항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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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평가제도)

- 원자력안전협약의 의무조항 중 하나인 제10조(안전우선)에는 사업자가

원자력안전성에 합리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한수원은 기업윤리강령, 원전 안전정책성명에서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사건 당시 사장의 경영방침에서도 4대 전략방향

중 첫 번째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리1발전소

는 이번 사건 및 사건은폐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한수원의 원전운영

목표 및 평가지표가 안전성보다 경제성에 우선”하였던 것이라고 평가하

였다.

- 한수원의 윤리강령과 정책성명, 경영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원과 조

직의 문화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과 조직에 대한 평가제도

이다. 한수원은 발전소 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

다. 2011년도 성과지표를 검토한 결과, 계획예방정비 공기준수에 관한

지표가 있으며 고리1호기는 이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작업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일정을 변경하였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성과지표로는

원자력안전지수, 집단선량 저감 노력도, 산업안전 등이 있으며 이들 지

표의 가중치 합계는 22/100인 반면, 발전원가 절감, 비계획손실률, 계획

예방정비 공기준수 등의 지표 가중치 합계는 37/100이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수원 본사는 효율중심의 성과평가 지표를 원전 안

전 중심의 평가지표로 개선하고 있다. ‘12.6.15일 현재 도출된 2012년도

성과지표 초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의 기여원인으로 파악된

계획예방정비 일정단축에 영향을 준 계획예방정비 공기 준수율 지표는

삭제되었고, 안전성 관련의 지표 4개가 신규로 개발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한수원은 성과지표를 ’12.6월에 확정하였으며, ‘12.9월까지 정부경

영평가에 안전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12.6.11일 신임 사장이 취

임하면서 새로운 경영목표와 경영방침이 마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과지표와 경영목표가 확정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발방지대책

19번(한수원의 경영목표․직원평가에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제도 적용)

항목에 따라 그 적합성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수원의 성과지표

는 매년 경영여건, 평가대상 사업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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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발전소 성과지표의 안전성 저해요인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발방지대책 20번 항목(정기

검사 항목에 안전문화 추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수원은 성과지표에 따라 경영평가를 수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

브를 차등 지급하고 우수한 실적을 나타낸 부서나 유공직원을 별도 포

상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가 안전성 관점으로 전환되면 안전성 위주의

성과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수원의 직원포상, 승격 및

승급과 같은 인사제도는 사규 인사-0100(인사관리규정), 노무-0100(취업

규칙) 및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직원 포상의 경우 최우수

/우수 원자로 조종사, 최우수 기술인, 안전지킴이 등의 포상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 향상 및 안전문화 증진에 기여한 자를

고려하여 포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승격 및 승급의 경우 다양한 관

점에서 선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근무평정에 의한 근무

성적이 합산된다. 인사관리지침에는 평정원칙으로 평정시 사장의 경영방

침을 상기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장의 경영방침에 그동안 안

전 최우선 경영이 포함되어 있었고 신임 사장의 경영방침 초안에서도

안전 최우선 원칙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고려한 평정의 원칙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로 평가자가 이를 고려하여 평정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안전문화 관점에서의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원

자력안전위원회 재발방지대책 17번(규제기관 차원의 안전문화 평가) 및

20번(정기검사 항목에 안전문화 추가) 항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수원의 성과지표를 개발 관리하는 방법과 절차는 사규 경영-0400(경영

평가 및 분석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동 사규의 제8조(평가기준의 설정)

에는 내부평가의 기준으로 경영목표 달성, 경영효율 증진,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기여도 등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관련된 내

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평가의 기준으로 안전성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 요구

에 대해 한수원은 ‘12.8월까지 “안전성 제고” 문구를 해당 사규의 조항에

명시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한수원의 조치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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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한수원 안전문화 개선계획의 적절성

○ 목적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중 “고리1호기 안전문화 개선사항 도

출․이행”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안전성 증진 종합대책의 하나로 ‘12.6월

까지 “고리1호기 안전문화 개선사항 도출․이행”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점검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 중 “한수원의 경영목표 및 직원평가에

안전문화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안

전성 증진 종합대책의 하나로 ‘12.12월까지 “경영목표․직원평가에 안전

문화 향상을 위한 제도적용”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 점검내용

- 고리1호기 안전문화 개선사항 도출․이행 적합성 검토

- 한수원의 경영목표 및 직원평가 제도적용의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의 적

절성을 검토

○ 점검결과

(안전문화 개선사항)

- 한수원은 ‘12.5.14~24의 기간 동안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안전문화 평가팀

을 구성하여 고리 1발전소에 대한 안전문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에 기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평가방법을

사전교육하고, 사전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작업관찰 및 종사자 인터

뷰에 기반한 평가를 시행한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수원은 안전문

화 개선대책으로 인력운영, 종사자 안전문화 의식, 평가제도, 종사자 의

사소통, 협력회사 안전문화, 안전문화 평가방법 개선 등의 6개 방안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12.7), 안전문화 증진방안 보완

(’12.8)의 일정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안전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간

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의 평가와 개선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간

의 계획을 별도로 세워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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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의 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한수원은 IAEA, NRC, NEI 등에서

제시하는 안전문화 모델을 반영하여 한수원의 안전문화 모델을 재설정하

고, 안전문화 이행체계를 도입하며, 안전문화 평가자 자격요건 설정 및

평가자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한수원은 ‘12.11월까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수

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리1호기의 안전문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

하기 위해 고리1호기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안전문화 관

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12.11월까지 추가하기로 하였다. 한수원의 추가

적인 조치들은 IAEA 안전기준(GS-G-3.1 2.32항 및 2.35항, GS-G-3.5 2.12

항, 2.22항, 2.27항 및 6.35항 ~ 6.39항)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개선대책으

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수원은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관리시스템에

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문화 정의, 모델, 이행체계를 포함한다. 이행체

계는 최신의 평가방법, 경향분석, 시정조치 절차로 구성되며, 경향분석을 위

해 안전문화 연관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안전문제점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도록 한다.

- 이러한 한수원의 안전문화 이행노력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발

방지대책 17번(규제기관 차원의 안전문화 평가) 및 20번(정기검사 항목에

안전문화 추가) 항목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목표 및 직원평가 제도적용)

- 한수원은 내부평가 제도개선 항목 선정 및 계획수립(‘12.5), 내부평가 제

도개선('12.6), 평가제도 개선에 직원 의견반영 및 이해도 제고('12.8), 정

부 경영평가 개선('12.9)을 목표로 개선작업을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제도개선 항목으로 선정한 성과지표 개정 초안은 다음 표 3.1.2-7 및

표 3.1.2-8과 같으며,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던 예방정비 공기 준

수율을 삭제하였고, 비계획 손실률의 산정방식에서 비계획 손실을 만회

하기 위한 발전량 증가와 같은 안전저해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원자력안

전 관련 지표를 신규로 개발하는 등 현재까지의 이행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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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7 한수원의 원전본부 안전성 성과지표 초안

현 행 개 선

범 주 지 표 범 주 지 표

설비운영 ○ 비계획 손실률

운영
안전

○ 비계획 손실률(안전지표로 내용 보완)

- 안전저해요소 제거

○ 가동원전 안전관리 지수(신규)

- 노심손상위험도 관리

○ 산업안전사고율

○ 환경안전 이행 지수(지표 수정)

- 구체적 배출물 농도 관리기준 적용
안전관리

○ 원자력 안전지수

○ 산업안전사고율

○ 환경친화경영 이행지수
원자력안

전

○ 원자력안전지수

○ 원자력 안전성 제고(신규)

- 안전문화 제고 노력도 평가

○ 원전 위기대응 안전평가 지수(신규)

- 방사능방재훈련 결과 관리

- 한수원은 평가제도 개선에 직원의견을 반영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소별 순회 평가제도 설

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한수원의 향후 계획은 안전성 위주의

성과지표 이행관리를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8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성과지표 초안

현 행 개 선

범주 지 표 범주 지 표

설비
운영

○ 비계획 손실률

○ 예방정비 공기 준수율 (삭제)

운영
안전

○ 비계획 손실률(안전지표로 내용 보완)

○ 가동원전 안전관리 지수(신규)

○ 안전문화 증진 노력도(신규)

- 안전문화 자체진단, 안전메세지 전달 등

○ 내진 안전성 개선 지수(신규)

- 발전소 구조물 점검 및 내진성 보강

○ 고장정지 건수

○ 산업안전사고율

○ 환경안전 이행 지수

○ 운전경험 전파 및 활용 활성화

○ 재난예방 안전활동 강화 지수(신규)

- 화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사후 조치

안전
관리

○ 원자력 안전지수

○ 고장정지 건수

○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 노력도

○ 산업안전사고율

○ 운전경험 전파 및 활용 활성화
원자력
안전

○ 원자력안전지수

○ 원전 방사선안전 신뢰도 지수

- 지표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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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력역량강화 관련 점검

1.3.1 비상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터 관련 교육훈련 이행의

적절성

○ 목적

운전원의 비상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용 시뮬레이터의 조기 확

보 및 관련 교육훈련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 점검내용

- 시뮬레이터 개발 계획 대비 현황

- 시뮬레이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사고시나리오 개발계획 적절성

○ 점검결과

-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속조치, 신규 노형 건설에 따른 법정면

허 적기 취득, 시뮬레이터를 통한 비정상, 비상 교육/훈련 강화 필요에

따라 전사적으로 시뮬레이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고리1호기의 경우, 2013년 4월 준공예정인 주제어반 설계변경 사항을 반

영한 시뮬레이터를 2009년 6월부터 개발을 착수하여 2012년 6월 현재

인수성능시험 완료 후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으로 중

대사고 대응 훈련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09.6월 : 한전 전력연구원(현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개발 착수

’11.7~9월 : 공장인수시험 수행

‘11.10월 : 고리 교육훈련센터에 이설

’11.12~‘12.5월 : 인수성능시험(정상, 비정상 시험 110건, 중대사고 시

험 7건으로 구성)

’12.6월 : 인수성능시험 완료 후 개선사항 보완 중

- 시뮬레이터 성능확인을 위해 정상, 비정상, 비상 운전 모의성능시험을

표 3.1.3-1의 목록에 따라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현재 성능시험 결과 도

출된 보완 사항과 시뮬레이터 패널 제작 설계자료가 확정된 이후 발전

소 주제어실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이행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계획대비 개발현황은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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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절차서 번호 제 목 완료일자 결과

하드웨어

IO-0001 하드웨어 IO확인 ‘11.12. 2 양호

CS-0001 컴퓨터 설비 ‘12. 2. 9 양호

CS-0002 전산화시스템 화면기능점검(소내전산기 등) ‘12. 3.22 양호

IS-0001 강사조작반 기능시험 ‘12. 3.30 양호

정상운전

(종합)

GO-0001 저온정지 상태로부터 고온대기 상태운전 ‘12. 3.29 양호

GO-0002 고온대기 상태로부터 저출력 상태운전 ‘12. 3.30 양호

GO-0003 저출력 운전에서 전출력까지의 출력운전 ‘12. 2.28 양호

GO-0004 전출력 상태로부터 저온정지 상태운전 ‘12. 3.28 양호

GO-0005 원자로 냉각재계통 배수 및 부분충수 운전 ‘12. 3.29 양호

GO-0006 RCS 충수 및 배기 ‘12. 3.30 양호

GO-0007 발전소 불시정지 후 정격출력까지의 회복운전 ‘12. 3.29 양호

정상운전

HB-0001 100% 열평형 시험 ‘12. 2.15 양호

HB-0002 75% 열평형 시험 ‘12. 2.15 양호

HB-0003 50% 열평형 시험 ‘12. 2.15 양호

HB-0004 30% 열평형 시험 ‘12. 2.20 양호

HH-0001 24시간 연속운전 시험 ‘12. 3.21 양호

SS-0001 BOL, 100% POWER 안정상태 시험 ‘12. 1.11 양호

SS-0002 MOL, 100% POWER 안정상태 시험 ‘12. 1.31 양호

SS-0003 EOL, 100% POWER 안정상태 시험 ‘12. 1.31 양호

SS-0004 BOL, 75% POWER 안정상태 시험 ‘12. 2.14 양호

SS-0005 BOL, 50% POWER 안정상태 시험 ‘12. 2.14 양호

SS-0006 BOL, 30% POWER 안정상태 시험 ‘12. 2.20 양호

비정상/비

상운전

AO-0001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 ‘12. 1.12 양호

AO-0002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HOT LEG) ‘11.12.23 양호

AO-0003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COLD LEG) ‘12. 3.28 양호

AO-0004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CROSS AROUND) ‘12. 3.23 양호

AO-0005 가압기 완충배관(SURGE LINE) 파열 ‘12. 3.23 양호

AO-0006 원자로헤드 배기관 파열 ‘12. 3.26 양호

AO-0007 유출수 배관 누설(격납건물 내부) ‘11.12. 6 양호

AO-0008 유출수 배관 누설(격납건물 외부) ‘11.12. 6 양호

AO-0009 충전수 배관 누설(격납건물 내부) ‘11.12. 6 양호

AO-0010 충전수 배관 누설(격납건물 외부) ‘12. 2.24 양호

- 고리1호기용 시뮬레이터 준공에 따라 시행될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뮬레이터 특성 및 준공시점을 감안하여 중대사고를 포함한

교육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도록 한수원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중대사고 등 실습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 고리1호기는 시뮬레이터 하드웨어 설치와 함께 2012년 8월까지 중대사

고를 포함한 실습 시나리오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비상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터 관련 교육훈련은 적절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3-1 고리1호기 시뮬레이터 인수성능시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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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0011 가압기 안전밸브 고장 ‘12. 1.13 양호

AO-0012 계기용 공기 상실 ‘12. 3. 9 양호

AO-0013 START-UP TRANSFORMER PROTECTION TRIP ‘12. 2.22 양호

AO-0014 UNIT AUX. TRANSFORMER PROTECTION TRIP ‘11.12.26 양호

AO-0015 FAST BUS TRANSFER FAILS TO ACTUATE ‘12. 2.22 양호

AO-0016 220V BATTERY CHARGER FAIL ‘11.12.19 양호

AO-0017 125V BATTERY CHARGER FAIL ‘11.12.19 양호

AO-0018 50V BATTERY CHARGER FAIL ‘11.12.19 양호

AO-0019 INVERTER FAIL ‘12. 2.29 양호

AO-0020 비상 DG PROTECTION TRIP 및 FAILS TO START ‘12. 2.21 양호

AO-0021 AUTO STATIC TRANSFER SW FAIL ‘12. 3.28 양호

AO-0022 강제노심냉각 유량 상실 ‘11.12.20 양호

AO-0023 복수기 진공저하 ‘11.12. 5 양호

AO-0024 기기냉각해수계통 기능 상실 ‘11.12.13 양호

AO-0025 잔열제거계통 기능 상실 ‘12. 2.15 양호

AO-0026 기기냉각수계통 기능 상실 ‘11.12.14 양호

AO-0027 주급수계통 기능 상실 ‘11.12.23 양호

AO-0028 주급수 및 보조급수의 모든 급수계통 기능 상실 ‘11.12.23 양호

AO-0029 원자로 보호계통 채널 기능 상실 ‘12. 1.11 양호

AO-0030 제어봉 고착 ‘11.12.12 양호

AO-0031 제어봉방출 ‘11. 1.25 양호

AO-0032 제어봉 부분 낙하 ‘11.12.12 양호

AO-0033 제어봉 낙하 ‘11.12.12 양호

AO-0034 제어봉 오정렬 ‘11.12.12 양호

AO-0035 제어봉 구동장치 운전불능 ‘11.12.12 양호

AO-0036 제어봉 위치 지시계 고장 ‘11.12.12 양호

AO-0037 제어봉 삽입동작 제어불능 ‘11.12.12 양호

AO-0038 제어봉 인출동작 제어불능 ‘11.12.28 양호

AO-0039 제어봉 전원 캐비넷 전원 상실 ‘11.12.12 양호

AO-0040 제어봉 스텝 계수기 고장 ‘11.12.20 양호

AO-0041 핵연료 피복재 손상 ‘11.12.15 양호

AO-0042 터빈 트립 ‘12. 1.31 양호

AO-0043 발전기 트립 ‘12. 2.16 양호

AO-0044 반응도 및 노심 열제거 영향 자동제어계통 고장 ‘12. 2.16 양호

AO-0045 원자로냉각재 압력 제어계통 고장 ‘12. 1.13 양호

AO-0046 원자로 트립 ‘12. 1.12 양호

AO-0047 주급수배관 파열(격납건물 내부) ‘12. 1.17 양호

AO-0048 주급수배관 파열(격납건물 외부) ‘12. 1.17 양호

AO-0049 주증기배관 파열(격납건물 내부) ‘12. 3.15 양호

AO-0050 주증기배관 파열(격납건물 외부) ‘12. 3.14 양호

AO-0051 핵계측기 고장 ‘12. 3.16 양호

AO-0052 프로세스 계기, 경보, 제어계통 고장 ‘12. 2.22 양호

AO-0053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내 기기의 수동적 고장 ‘12. 2.23 양호

AO-0054 원자로 자동정지계통 고장 ‘12. 1.12 양호

AO-0055 보조냉각수 계통 기능 상실 ‘11.12.27 양호

AO-0056 증기발생기 취출수 배관 누설(격납건물 내부) ‘11.12.21 양호

AO-0057 증기발생기 취출수 배관 누설(격납건물 외부) ‘11.12.26 양호

AO-0058 복수펌프 흡입 여과기 막힘 ‘11.12. 6 양호

AO-0059 복수펌프 출구 누설 ‘11.12. 6 양호

AO-0060 복수헤더배관 파손 ‘11.12. 6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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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0061 저압급수가열기 #1 튜브 누설 ‘11.12. 6 양호

AO-0062 저압급수가열기 #2 튜브 누설 ‘11.12. 6 양호

AO-0063 저압급수가열기 #3 튜브 누설 ‘11.12. 6 양호

AO-0064 RCP NO.1 밀봉 고장 ‘12. 1.20 양호

AO-0065 RCP NO.2 밀봉 고장 ‘12. 1.18 양호

AO-0066 RCP NO.3 밀봉 고장 ‘12. 1.18 양호

AO-0067 유출수 열교환기 튜브 누설 ‘11.12.13 양호

AO-0068 밀봉수 열교환기 튜브 누설 ‘11.12.13 양호

AO-0069 주급수 공통모관 파열 ‘12. 3.22 양호

AO-0070 주증기 공통모관 파열 ‘12. 3.15 양호

AO-0071 복수기 튜브 누설 ‘11.12. 5 양호

AO-0072 고압급수가열기 #5 튜브 누설 ‘12. 2.16 양호

AO-0073 고압급수가열기 #6 튜브 누설 ‘11.12. 8 양호

AO-0074 주발전기 케이싱 수소 누설 ‘11.12. 8 양호

AO-0075 청정배수탱크 누설 ‘11.12. 8 양호

AO-0076 터빈 윤활유 누설 ‘11.12. 8 양호

AO-0077 터빈 축 고진동 ‘11.12. 8 양호

AO-0078 터빈 저널베어링 고온도 ‘11.12. 8 양호

AO-0079 연료재장전수탱크 열교환기 튜브 누설 ‘11.12.27 양호

AO-0080 잔열제거열교환기 튜브 누설 ‘12. 2.16 양호

AO-0081 습분분리재열기(1단) 튜브 누설 ‘11.12. 9 양호

AO-0082 사용후연료저장조 열교환기 튜브 누설 ‘11.12.27 양호

AO-0083 습분분리재열기(2단) 튜브 누설 ‘11.12. 9 양호

AO-0084 터빈 밀봉증기비정상 ‘11.12.14 양호

AO-0085 원자로냉각재펌프 로터 고착 ‘12. 1.13 양호

AO-0086 가압기(VAPOR SPACE) 누설 ‘12. 3.27 양호

AO-0087 원자로용기 플랜지 밀봉 누설 ‘11.12.16 양호

AO-0088 원자로냉각재계통 시료채취 냉각기 튜브 누설 ‘12. 1.17 양호

1.3.2 설계변경 사항의 안전관련 주요 절차서 적기 반영

○ 목적

주요계통 설계변경에 따른 절차이행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 점검내용

- 주요계통 설계변경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및

운영절차서, 관련 도면을 포함한 설계문서 개정, 이에 따른 교육훈련이

행, 운전경험 전파 등의 적합성

○ 점검결과

- 최근 5년간 시행된 원자로보호계통, 원자로냉각재계통, 비상노심냉각계

통 등 주요계통의 설계변경사항 중 이번 점검을 위해서 선별한 5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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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표 3.1.3-2와 같다.

- 선별한 설계변경사항 5개 항목에 대해 설계변경서 및 설계변경준공 점검

표에 따라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관련 절차서

및 도면의 개정 사항을 점검한 결과(표 3.1.3-3 참조), 표준기행 정비-02

절차에 따라 모두 적절히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이행과 타 발전소로 전파가 필요한 경험 전파 이행 현황

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히 연계되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1.3-2 주요계통의 설계변경 중 선별한 5항목

O/H

차수
일련번호 설계변경 명 내 용

26차
고일01-전기

-EA-601D

인버터 A/B 교

체 및 용량증대

웨스팅하우스 7.5kV 인버터의 주요부품

단종으로 예비품확보가 어렵고, 설비의

장기운영 및 고온에 의한 열화현상,

PSR 결과에 따른 전산 및 경보설비 추

가설치로 인버터의 용량증대가 예상되

어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음.

27차
고일01-계측

-RC-761D

1호기 가압기 살

수밸브 비상제어

용 솔레노이드밸

브 설치

위치제어기와 밸브사이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추가로 설치하여 가압기 살수

제어밸브 위치제어기의 고장으로 인한

살수밸브 비정상개방 또는 제어불능 방

지하고자 설계변경을 완료함.

28차
고일01-계측

-CP-789D

고리1호기 제어

봉제어계통 설비

개선

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신뢰성 및 경제

성을 강화 하고자 기존설비를 철거하고

디지털 기반의 최신설비로 교체 완료함.

27차
고일01-계측

-NC-572D

고리1호기 노외

핵계측계통 출력

영역 신호처리장

치 개선교체

설비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제작

업체의 부품단종등으로 최신설비로 교

체 완료함.

29차
고일01-계측

-CU-906D

고리1호기 RCS

누설률 실시간감

시 종합관리시스

템 구축 및 전산

신호 추가

LBB 인허가 조건으로 RCS 누설률 실시

간 감시/측정 시스템 구축 및 격납용기

배수조 수위 고 증가율 경보등의 신설

요구로 발전소의 운전변수를 전산기에

추가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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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3 설계변경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사항(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및 관련 절차서 개정)

T/S FSAR 절차서
비고

(검토결과)

고일01-전기-EA-601D N/A

7.6.1.1 I&C PWR Supply

8.3.1.1.3 Bus Loads

Table 8.3-2 (Train A/B)

Fig 8.3-9, 11 (single Line)

1-9-008 Rev.09

고리1호기 비상전원(교류 및 직류) 운전가능성 점검

1-2-202 Rev.08

고리1호기 직류전원 및 계기용 전원 설비운전

적합

고일01-계측-RC-761D N/A
Fig 5.1-1 (Sheet 2of3)

RCS 도면

1-2-390 Rev.04

가압기 압력 비정상시 조치
적합

고일01-계측-CP-789D N/A

7.7.1 - 2.b

Rod Control Sys.

7.7.1.2

Rod Control Sys.

7.7.1.3.2

Digital Sys.

Fig 1.2-6

GA도면

1-2-102 Rev.10

고리1호기 제어봉 제어계통운전

1-2-301 Rev.08

고리1호기 제어봉 제어계통 비정상시 조치

1-3-009 Rev.12

고리1호기 주제어실 경보반 09

1-7-277 Rev.01

고리1호기 제어봉 완전인출위치변경

1-9-105 Rev.13

고리1호기 제어봉 부분동작 시험

1-9-324 Rev.12

고리1호기 제어봉 낙하시간 측정

0-7-214 Rev.30

고리1,2호기 계측제어설비 순시점검

0-7-227 Rev.05

고리1,2호기 제어봉제어계통 점검

0-8-302 Rev.05

고리1,2호기 제어봉제어계통 긴급경보 정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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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FSAR 절차서
비고

(검토결과)

고일01-계측-NC-572D N/A

7.2.1.1.5

Analog/Digital Protection Rack

7.2.2.1

Failure Mode & Effects

Analyses

7.2.2.2.3.4

Equipment Qualification

7.2.2.2.3.5

Channel Integrity

7.2.2.2.3.7

Control & Protection Sys.

Interaction

7.2.2.2.3.10 - 3항

Nuclear Inst. Channel Testing

7.2.3

References For Section 7.2

0-7-220 Rev.06

고리1,2호기 노외핵계측계통 점검

1-9-214 Rev.03

고리1호기 노외핵계측계통 출력영역 전출력전류 및 △I

교정(정기)

1-9-323 Rev.13

고리1호기 노외 핵계측 계통 출력영역 교정

적합

고일01-계측-CU-906D N/A N/A

1-3-007 Rev.09

고리1호기 주제어실 경보반 07

1-9-003 Rev.17

고리1호기 원자로 냉각재 계통 누설률 시험

1-7-241 Rev.05

고리1호기 소내주전산기 월간점검

1-7-242 Rev.05

고리1호기 소내주전산기 연간점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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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부 설계변경 항목에서 작업오더상 허가일자와 실제 작업일자의

불일치, 설계변경서, 설계변경 준공점검표의 미비점이 일부 발견되어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한수원은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고일01-전기-EA-601D (인버터 A/B)

(A 작업오더 : 2008년 11월 24~12월9일, 성능시험 2008년 11월 21일)

(B 작업오더 : 2008년 11월 29~12월9일, 성능시험 2008년 11월 28일)

(설계변경 준공 점검표 : 도면 수정서 체크항목 오류)

→ 인버터 A/B의 최근(29차 O/H) 정기시험 수행 결과 및 설계변경

준공점검표 개정 확인

1.3.3 운영절차서 전면 재검토 및 개선 추진계획 적절성

○ 목적

절차서내의 잠재적 오류 제거를 위한 운영절차서 전면 재검토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 점검내용

- 운영절차서 전면 재검토 계획의 적절성

- 계획 대비 운영절차서 개정 이행 실적

○ 점검결과

- 고리1발전소는 기존 운영절차서 완결성을 위한 노력으로 ‘11년 12월 19

일 종합, 정주기시험, 노심절차서를 대상으로 발전정지 유발항목 및 인

적오류 예방기법 적용여부 검토 후 34건의 개정대상 절차서를 확인하

여 ’12년 2월17일 개정을 완료하였다.

- 이후 본사 요청공문 “고리1호기 운영절차서 재검토 요청(발전(성)

71202-435)”에 따라 우선적으로 발전정지 및 과도상태 유발 정주기시험

절차서 및 방사선 비상발령과 관련된 절차서를 대상으로 상황별 절차

부재 여부, 적용규정 확인, 우선순위 명확화를 확인하여 개정필요 절차

서 46건을 도출하였으며 ‘12년 8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원전 적용 “절차서 작성자 가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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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검토한 결과, 이를 2012년 9월까지 작성하여 고리1호기를 포함하

여 전사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절차서 작성자 가이드”의

방향 및 내용이 명확치 않아 명확한 검토 원칙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한수원에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절차

서 작성자 가이드”에 포함될 명확한 언어, 문장 사용, 표현방법 등을 제

시하였고 전사적용 계획도 수립하였다. 그러므로 추가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한수원의 조치 계획은 적합하다.

- 또한, 고리1호기가 운영절차서의 완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발전정지

및 과도상태 유발 정주기시험, 방사선 비상발령과 관련된 절차서 85건

을 6월말까지 개정완료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1.4 운전경험반영 적합성

○ 목적

규제조치사항을 포함한 운전경험반영 사항들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 점검내용

- 운전경험 자료의 수집·분석·관리·전파 체계 적합성

- 규제조치사항 관련 이행 실적

- 검사 지적 및 권고 사항 관련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 적절성

○ 점검결과

- 운전경험 반영 이행현황의 적합성을 점검한 결과, 고리1발전소는 표준

기행 자료-03(국내외 운전경험 활용 및 관리)에 따라 운전경험 보고서

를 작성 및 전파하고, 타 발전소 운전경험 자료 및 해외 원전의 운전경

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체 운전 경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자체 반영 및 타 원전에 적절히 전파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 고리1발전소는 “고리원자력 1호기 소외전원 차단기 개방에 의한 발전

소 내 전원 상실(2012.2.9)” 등 보고대상 사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3건

의 운전경험 보고서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작성하였고, 주요 운전경험

의 해외제공 관련, 표준기행 자료-03의 절차에 따라 총 2건의 해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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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보고서를 작성하여 WOG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보고규정 사건 보완요구사항, 정기검사 지적, 권고사항 등의 규제조치

사항에 대한 2010년 이후 이행실적 중 주요 항목을 선별하여 점검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5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의 보고대상 사건 중 17건에 대하여 자체 재발방

지대책과 세부이행계획을 적절히 수립, 이행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8건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고리1

발전소에서는 사건 후속조치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원

인 상세분석, 설비 개선, 교육 수행 및 절차서 개선을 통해서 재발방지대

책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지적,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고리1발전소 및 타 발전소 지적 권고

사항 총 351건에 대해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설계 오류에 관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절차서 개정, 신규 절차서

제정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7호(원자력시설의 검사

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 따라서 고리 1발전소는 운전경험반영을 위한 체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

으며, 보고규정에 따른 사건 보완요구사항, 정기검사 지적, 권고사항 등

규제조치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관련 규정(표준기행 자료-03, 원

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5호, 제2012-07호)에 따라 적절히 이행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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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안전성

2.1 계획예방정비 체계 개선 관련 점검

2.1.1 리스크 관리 계획예방정비 공정 수립방안 적절성

○ 목적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안전성 강화대책의 하나로서 계획예방정비 기

간 동안 리스크 중첩이 방지된 정비,공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수원에 조

치하였고, 한수원은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점검을

통해 한수원이 수립한 계획의 적합성, 특히 고리1호기 관련사항을 중점적

으로 점검한다. 또한 한수원이 그동안 안전성보다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기간을 단축해 온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한수원 자체적으

로 수립한 계획예방정비 기간 연장 계획 및 이행현황의 적절성을 점검한

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예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O/H 전 기간을 통해

모든 정비, 작업 및 시험 등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공정운영센터 (OCC ;

Outage Control Center) 운영의 적합성을 점검한다.

○ 점검내용

- 리스크 관리 계획예방정비 공정 수립방안의 적합성

- 계획예방정비 기간 연장방안의 적절성

- 계획예방정비 관련 공정운영센터(OCC) 운영방안의 적합성

○ 점검결과

고리1호기에 대해 리스크 관리 계획예방정비 공정 수립 및 그에 따른

계획예방정비 기간 연장 방안 수립을 위해 한수원은 안전에 중요한 공

정(안전공정)을 도출하고 정지/저출력 실시간 리스크 평가 프로그램인

ORION을 이용하여 안전공정들에 대한 사전평가를 수행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 공정, 보조 공정 및 추가 공정 별로 공기를

조정하기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있다.

- 우선 안전공정 도출을 위해 공학적안전설비(ESF) 계열의 정비작업과

LOV 및 SI 유발기기들의 정비작업들을 별도로 분리하고, ESF 계열간

의 정비작업 전환시 사전에 정비품질 및 운전가능성을 검증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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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화하여 운영한다(6시간 추가 공기 소요). 또한 정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OR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안전공정에 대한 리스크 및

전체 계획예방정비 기간동안의 종합적인 발전소 리스크를 사전에 평

가하여 필요시 리스크를 분산하도록 한다. 또한 각 안전공정의 작업

오더 착수 및 종결에 대한 입력을 관리하여 관리대상 작업오더일 경

우 승인 전 ORION 평가를 수행하여 리스크를 확인한다.

- 기본 공정 수립시 원자로냉각재계열 배수밸브 정비 작업을 기본 공

정화하여 68시간을 추가하고, 전체적으로는 안전성을 고려하고 정비

품질 확인 등을 위해 총 80시간의 공기를 추가한다. (표 3.2-1 참조)

- 추가공정 수립시 중첩되는 공정을 분리하되,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

기보조변압기 A/B를 동시에 정비하던 중 소내보조변압기에 전력을 공

급하는 스위치야드 차단기가 개방된 상황에서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

하지 않아서 SBO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

해 대기보조변압기들의 정비작업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도록 하

고, 대기보조변압기 A/B를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최소 3계열의 전원

을 확보하도록 한다. (소내보조변압기, 대기보조변압기 1계열, 비상디젤

발전기 1계열)

- 보조공정 수립시 대기보조변압기 A/B 계열 정비시간을 추가하여 작

업을 서두르다가 인적오류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배제한다.

또한 계획예방정비 기간중 전체 공정을 수립하고 관리,통제의 책임이 있

는 공정운영센터(OCC)의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

을 수립하였다.

- OCC 조직 구성은 정비부서 이외의 팀장, 차장으로 하고, 전반적인

O/H 작업을 관리하고 정비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며 계획예방정비

기간중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주관하도록 한다.

(그림 3.2-1 참조)

- 특히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관리와 LOV, SI, ESF 관련 안전

공정 작업관리와 같은 주요 관리대상 정비작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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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전산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오더 착수 및 종결관

리를 철저히 통제한다.

- 관리대상 정비작업이 수행될 경우 작업현장에 관찰자, 안전/방사선방

호 순찰자를 지정하여 순찰 및 감시결과를 OCC에 보고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 한수원이 제출한 리스크 관리 계획예방정비 공정 수립방안

및 계획예방정비 기간 연장방안은 계획예방정비 공정 수립 및 계획예방

정비 기간 동안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주요 공정별로 작업 기간을 사안에 따라 지금보다 충

분한 여유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등의 방안은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

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획예방정비를 총괄하는 공

정운영센터(OCC)의 조직 구성 및 운영방식을 적절히 개선하여 효과적

이고 안전한 공정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위원회의 강화대책 및 이에 대한 한수원의 당초 이행계획에는 노형

별 리스크관리 계획예방정비 공정 수립방안은 2012년 10월까지 전 원전

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도록 일정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고리1호기의 경

우 차기 계획예방정비 계획 수립시 이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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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기본공정 (예)

순번 구분

기존

표준

공정

변경

표준

공정

고려

사항
공기조정 필요사유

1 RCS 냉각 및 배수 73 83 안전 온도유지조건 시험 추가

2 원자로부대설비 분해 44 48 안전

3 원자로 헤드 분해 54 59 안전

4 연료인출 43 47 안전
연료이송설비개선

(2호기 46시간)

5 RCS 배수밸브 정비 68 79 안전

6 연료검사 및 삽입체교환 44 48 안전

7 연료장전 48 53 안전
연료이송설비개선

(2호기 44시간)

8 원자로헤드조립 18 20 안전

9
원자로 부대설비 조립 /

RCP 밀봉장치 조립
70 77 안전

10 RCS 충수, 배기 29 29 -

11 RCS 가열 28 32 안전 모드변경조건 확인공정 추가

12 원자로 특성시험 22 42 안전
임계전 대기 및 정비품질 추가

붕산희석시간누락분 추가

13 터빈/발전기 기동 12 16 안전 5%특성시험 누락분 추가

합계
509

(21.2일)

585

(24.4일)
총 80시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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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장

(기술실장)

공정관리팀 작업관리팀 안전/FME관리팀 방사선관리팀 오더관리팀

정비계획차장 정비기술팀장 안전팀장 방사선안전팀장 팀장

정비기술팀 직원

협력사 직원

정비기술팀 차장

계통기술팀 차장

안전팀 차장

안전감시단

방사선안전팀 차장

협력사 간부
교육조 전원

24시간 교대근무 필요시 교대근무

작업 Coordi, 현안

해결, 리스크평가

필요시 교대근무

안전/화재/FME 통합

필요시 교대근무

ALARA/폐기물관리

필요시 교대근무

오더관리/운전지원

※ 정비부서 이외의 팀장, 차장으로 OCC 구성

전반적인 O/H 작업관리, 주요사항 결정 및 현안 발생시 조치 주관

그림 3.2-1 공정운영센터 조직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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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정비기간 중 품질관리체제 및 수행현황(용역업체 포함)

가. 목적

고리1발전소 계획예방정비(O/H) 기간동안 한수원 및 상주협력업체들

이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관리절차서에 따라 품질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강화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KINS가 이번 점검을 위해 추

가로 한수원에게 요구한 사항이다.

나. 점검내용

○ 한수원 및 발전소 상주협력업체의 고리1호기 O/H 기간동안 정비품

질 활동을 위한 품질보증체계, 인력, 수행 실태

다. 점검 결과

한수원 품질보증1팀은 O/H 기간동안 품질보증활동을 강화하기 위

해 년도별로 ‘O/H 품질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오더 품질검사, 설

계변경작업 품질활동, 정․주기시험 입회검사 등의 분야별 품질활동을

수행한 후 ‘고리1호기 제29차 품질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품질보증1팀은 2011년도 정상운전 및 정비작업에 기계, 전기, 계측,

핵연료재장전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된 작업오더(2,609건)를 검토

하였고, 96건의 입회검사를 수행하였다. 설계변경작업(11건) 및 별도공

사(11건)에도 입회점을 선정하여 입회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작

업에 대한 입회검사 실적이 약 2.2%로 타 원전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준이다. 이는 품질보증1팀의 인력이 타 원전 품질보증인력에 대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한수원 본사에서는 고리1,2발전소를 대상으로

O/H기간 중 품질관찰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고리1호기 제29차 O/H 품질활동 결과 개선필요사항 알림 문서, 고리

1호기 O/H 정․주기시험 관리상태 점검보고서 등을 통해 O/H 기간동

안 정비품질을 위해 품질관찰활동을 수행하고 개선필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O/H에 참여하는 협력업체의 품질보증활동 강화를 위해 O/H 착수

전 (주)현대중공업 등 14개 협력업체의 품질직원 24명을 대상으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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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보증교육을 실시(‘12.02.03)하여 정비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었다.

발전소 설비의 정비,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전소에 상

주하는 5개 협력사의 품질보증체계를 점검한 결과, 용역계약서에 품질

보증팀장의 자격기준과 품질보증인력이 명시되지 않은 협력업체는 품

질보증기술기준에 따라 향후 계약서에 이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O/H 참여 용역 및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O/H

정비용역 업무 수행 전에 품질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안전성 증진계

획에 포함되어 있다. 협력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품질관리 체계의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전KPS(주)인 경우 원전기전설비 종합정비공사 업체로 계약 시 제

출된 품질보증계획서(개정33)에 원자력품질보증 기술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고리1발전소의 한전KPS 사업소의 품질확인 업무 수

행조직인 품질보증부서는 사업소장 직속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고, 품

질인력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업무 수행에 필요한 21종의

품질보증절차서를 수립하고 있다. O/H 기간에는 단시간에 많은 물

량의 정비공사가 수행됨에 따라, 타 원전 사업소에서 매년 약 8명

(기계; 4명, 전기; 1명, 연료재장전; 2~3명)의 품질검사인력을 지원받

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정비절차서에 품질검사 입회점

을 선정․검사하고 있다. 또한, O/H 품질활동강화를 위하여 ‘O/H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이행 후 ‘품질보증활동보고서’를 발행하고 있

다.(2012년도 고리1호기 O/H 정비오더 건수 2,057건에 품질입회건

수는 460건으로 22.4%의 품질입회 검사율).

○ 이성엔지니어링(주)은 원전계측설비 정비용역업체로 한수원 본사에

등록․갱신하고 있다. 고리1발전소에는 2011.12.01일 신규 참여하였

으며, 계약시 제출된 품질보증계획서(개정0)는 품질보증 기술요건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품질보증조직은 계약서에 명시된 2명으로 구

성되어 사업소장 직속으로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품질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품질절차서 9종을 수

립·이행하고 있다. 계측설비 O/H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작업오더에 품질입회여부를 검토․선정하여 입회검사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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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기간에 정비작업물량 증대로 한수원 본사 품질인력 1~2명을

지원받아 검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리1호기 품질실사보고서; 용

통 12-5007 등 10건)

○ 선광원자력안전(주)은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을 수행하며 품질보증계

획서(개정8)는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품질보

증조직은 사업소장 직속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고 품질인력은 계약서

에 명시된 것과 같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질업무를 수행하

기 위한 16종의 품질보증절차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계획예

방정비기간 중 품질관련업무의 대폭 증가는 없으며, 증기발생기 노

즐댐 설치, 고선량 작업장 입회 등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주)일진에너지는 순환수계통 설비 정비업체이다. 현장실사를 통해

품질보증체계 적격성을 한수원 본사에서 신규 인정(2010.08.23) 받았

으며, 품질보증계획서(개정1)는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적절히 반영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행하는 품질보증조직(1명)은 사업소장

직속으로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품질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품질절차서 20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정비대상업무가 순환수펌프 1대, 2차측 보조냉

각해수펌프로 업무량은 많지 않아 인력의 외부지원은 없으며, O/H

기간 중 발행하는 작업오더에 품질입회 여부를 검토․선정하고 입

회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 한국정수(주)는 원전 용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공사업체로 본

사에서 자격 갱신(2011.11.24) 하였으며, 계약 시 제출된 품질보증계

획서(개정4)는 품질보증 기술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품질보증조직은

사업소장 직속으로 편제되고 품질인력은 계약서에 명시된 2명으로

구성되어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

고 있다. 품질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0종의 품질보증절차서를 수립·

이행하고 있다. 용수처리설비는 경상정비공사로 O/H와 관련한 정

비작업은 없으며, 정비가 필요한 설비는 정상운전 중에 수행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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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정비기간 중 인적요소 관리체제 이행 적절성 (용역업체 포함)

가. 목적

고리1호기 SBO 사건은 용역수행업체 시험수행자의 인적오류(시험절

차서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한수원 직원은 물론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인적요소 관리체제가 적절히 이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점검내용

1) 발전소 정비기간 중 이행되는 한수원의 인적오류 예방활동 이행 현황

2) 한수원과 용역업체의 계약조항에 따른 이행 현황 : 계약서 조항 ‘교육

훈련’(제13조) 및 ‘인적오류 예방’(제15조)에 따른 교육 및 예방활동 이

행 현황

3) 한수원의 용역업체 인적오류예방 종합대책 및 이행결과 : 계약 조항

(발전정지 유발시 삼진아웃제, 손해배상, 인적오류 예방기법 이행조

항 등 추진) 및 인적오류예방 인프라 구축(협력사 인적오류예방 교재

개발, 협력사 대상 인적오류 예방 전문강사 양성, 직원 세미나, 경영

진 안전문화 교육 및 인적오류예방 경진대회 등) 계획 및 추진 실적

다. 점검 결과

1) 한수원의 정비기간 중 인적오류 예방활동

원전의 정비기간에 시행되는 한수원의 인적오류 예방활동은 크게

인적행위 관련 사고 및 사고근접 사례에 대한 관리와 직무수행능력의

저하를 예방하는 조치들로 구성된다.

사고 및 사고근접 사례와 관련된 인적행위의 관리는 원전 인적행

위 개선관리(표준기행 자료-07), 관리자 관찰(표준기행 안전-04), 운영

개선프로그램(표준기행 운영-10)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원전 인

적행위 개선관리는 인적행위에 따른 사고 및 사고근접사례를 분석하

여 교훈을 도출하고 반영하며, 이를 타 발전소로 전파시키는 활동이

다. 정비기간 중에 해당 사례가 도출되면 정비 완료후 3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근접 사례의 적극적 발굴과 연계성을 지

닌 관리자 관찰은 정비기간 중에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발전소 업

무 전반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개선프로그램(CAP)도 사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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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사례와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정비기간 중에도 해당 사례를 도출

하여 조치하고 있다. 상기의 표준기행 관련 이행 현황을 기반으로

사고 및 사고근접 사례의 관리를 위한 한수원의 조치는 적절하다.

정비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의 저하를 예방하는 조치는 인적오류 예

방기법 및 활용(표준기행 운영-08), 작업전회의 및 작업후평가(표준기

행 운영-09), 운영개선프로그램(표준기행 운영-10) 등에 의해 시행되

고 있다. 인적오류 예방기법 및 활용(운영-08)은 발전소 운전, 정비,

시험 중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제반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예방기

법은 기본적 예방기법(상황인식, 자기진단, 의사소통)과 조건부 예방

기법(작업전회의, 확인기법, 동료점검, 인식표 및 운전방벽 설치, 수

행단계 표시, 인수인계, 작업후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예방기법은 필요시 별도의 절차서로 명시되어 구체적인 절차와 이행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발전소 직원 활동의 근간을 이루며 음표문자

를 이용한 의사소통, 작업전회의 등이 실제 적용되고 있음을 현장

점검과정에서 확인하였다. 한편 운영개선프로그램은 사고근접 사례

의 도출/관리와 연계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의 저하를

예방하는 이중적 효과를 지니므로 이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

다. 고리1발전소와 관련된 운영개선프로그램 이행 실적은 앞에서 기

술하고 있는 바와 같다. 상기의 표준기행 관련 이행 현황을 기반으

로 직무수행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한수원의 조치는 적절하다.

2) 용역업체의 계약조항에 따른 교육 및 예방 활동 이행 현황

용역업체는 제13조 ‘교육훈련’ 조항에 따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한수원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월별 교육계획 및 대상자를 선정하

여 이행하고 있다. 정비원은 원자력이론 기초, 방사선방호교육 등을

이수한다. 초기 투입자는 일반배열, 인적오류예방 등을 교육받고, 계

획예방정비 착수에 투입할 정비원은 중요공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수원에 제출한다. 아울러 제15조

‘인적오류 예방’ 조항에 따라 용역업체는 인적오류 예방기법 및 활용

절차(표준기행 운영-08)를 반기별로 교육하고 계획예방정비 투입인력

은 분기별로 교육시키고 그 실적을 한수원에 제출한다. 작업은 2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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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칙으로 수행하고 인적오류 발생시 30일 이내에 재발방지를 위

한 사건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시키고 있다. 현행 계약조항에 따른

용역업체의 교육 및 인적오류 예방활동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3) 한수원의 용역업체 인적오류예방 종합대책 및 이행결과

한수원은 용역업체의 실수에 따라 원전 정지가 유발되어 발생하는

물적 손실 및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저하를 방지하고자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조항에 제재조치를 명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발전정지 유발시 삼진아웃제(3회 유발시 2년 이

상 자격취소), 발전정지 유발시 손해배상금 조항 강화, 계약특기시방

서에 인적오류 예방기법 이행조항의 신설 등이다. 인적오류 예방기

법 이행 조항은 한수원의 절차서 (인적오류 예방기법 및 운영, 표준

기행 운영-08)를 업무에 적용하고 정비분야 인적오류 예방지침서 개

발 및 자체 교육 실시, 인적오류 예방기법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실

적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역업체의 인적오류 예방기법 이행을

명시한 조치는 적절하다.

인적오류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수원의 제반 활동에 대해 점

검하였다. 협력사 인적오류 예방기법 교재는 용역업체의 인적실수,

설계오류 등에 따른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되어

2012년 2월에 개발되었다. 인적오류 개념, 인적오류 발생요인과 예방

기법, 발생사례 등의 주요 내용이 도해 중심으로 구성되어 적절하다.

협력사의 인적오류 예방 전문가 양성은 각 사의 추천강사에 대한 2

차 교육과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계획에 따라 1차 교육('12.4.2~4.4,

원자력교육원)이 한전KPS를 비롯한 10개사 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교육내용은 인적오류 예방 전문가 양성계획 및 인적오류 예방

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19명은 임시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으

며 한수원은 2차 교육(2012년 10월 예정)을 통해 인적오류 예방 전문

강사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각 협력사 인적오류 예방 교육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사 양성과정의 계획과 현재까지의 이행은 적

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협력사 직원 대상 인적오류 예방기법 세미나

는 전문강사의 양성 이전에 직원을 대상으로 인적오류에 대한 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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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높이고 인적오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계획되었다. 계획

에 따라 세미나가 개최('12.3.5, 용인 한화리조트)되었으며 한전KPS

등 27개 정비 및 용역사에서 105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인

적오류 예방 추진정책, 예방기법, 협력사 주관 부문별 개선방안 협의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

편 고리1호기 SBO 사건에서 인적오류를 유발한 ‘한빛파워’는 전문가

양성교육에서 빠졌으나 예방기법 세미나에는 참석했음을 확인하였

다. 그 외에 용역업체 경영진 대상 안전문화 교육(‘12.8월 예정, 1박2

일)에서 인적오류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수원과 협력사 인

적오류예방 관계자 대상의 인적오류 예방 경진대회(’12.9월 예정)가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용역업체의 경영진에 대한 안전문화

교육과정에 인적오류 예방 교육이 포함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

단한다. 또한 용역업체의 정비 아차사례집 발간과 용역업체 정비절

차서에 한수원 인적오류 확인기법을 명시하는 조치가 수행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용역업체에 대한 인적

오류 예방 인프라 구축은 계획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용역업체 관리 관련 점검

2.2.1 용역업체 전문성 및 정비품질 제고방안 적절성

가. 목적

한수원이 용역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용역업체 전문성

과 정비품질 제고방안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 협력사 전문성 및 관리 강화대책 수립ㆍ이행 적절성

- 협력사 삼진아웃제, 최고가치 낙찰제, 손해배상금 강화방안 등

- 위탁역무 적절성 분석 및 역무범위 재조정, 공사 및 용역등록기준/

적격심사 기준개선, 협력사 직원 기술교육강화 등

○ 협력사 인적오류예방 종합대책 수립ㆍ이행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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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분야 인적오류예방지침서 개발 및 적용, 인적오류예방 주기적

교육 및 정비절차서(*기기시험내용 포함)에 적용 등

○ 협력사 품질역량 제고 방안 수립ㆍ이행 적절성

- 한수원 내외부 교육기관 활용하여 협력사 CEO/경영진 품질ㆍ안전

마인드 제고 교육

- 협력사 품질수준 실시간 평가 상시 셀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원자력산업계 품질대상 제정ㆍ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품질향상 동

기부여

다. 점검결과

인적실수, 정비불량 등으로 발전정지를 유발하는 경우 3회 위반시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삼진아웃제, 발전정지 유발 등에 대한 손해배

상 청구조항 강화 등이 용역계약서에 반영되어 적용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협력사 관리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탁역무 적절성 분석 및 역무범위 재조정을 통하여 계측설비, 예측

정비, 보호계전기, EDG 등 핵심설비에 대한 인력 및 기술력을 확보하

여 한수원에 의한 직접정비를 확대하도록 인력 및 기술력 확보를 고려

하여 단계별(1단계 : 한수원과 협력사 수행, 2단계 : 한수원 수행)로 추

진 중에 있다. 또한 협력사 기술자 기술교육강화를 위한 교육동 신축

(소요기간 3년) 등은 용역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로 적

절하다.

정비인력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정비인력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훈련

을 통해 정비원 기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연간교육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정비원이 반드시 받아야 할 원자력 이론기초 및 인적

행위개선 교육, 계획예방정비 착수 전 전체 정비원을 대상으로 중요공

정 및 공정별 작업유의사항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행하도록 용역계

약서에 규정하고 있다. 계약된 내용에 따라 정비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이성엔지니어링, 한전KPS)가 2012년도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강화된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정비시험분야 인적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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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 인적오류 예방기법에 대한 교육실시 (반기-계약자, 분기-정비투입

인력)

- 정비절차서의 중요 항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두 명의

직원이 동시에 절차를 확인한 후 작업 및 기기조작을 수행하는

동시확인기법, 또는 작업수행자가 작업에 대한 1차 점검 후 별도

의 직원이 인적오류 유무를 확인하는 독립확인기법 및 확인자 서

명 등 인적오류 예방기법의 적용

- 모든 작업에 대해 2인 1조를 구성하여 단독작업으로 인한 인적오

류발생 가능성 사전 방지

- 정비 및 시험관련 작업에 직원 개개인이 세부항목에 대한 주의력

을 집중시키기 위해 분명하게 판단하고 정비착수 및 기기를 조작

하는 인적행위 기법을 실천하기 위해, 멈추어 생각하고 행동한 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는 자기진단(Self Check)기법의 적용

- 작업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정비작업 시 정확한 행위

수행여부를 동료가 검증해 주는 기법인 동료점검(Peer Check) 원

칙의 적용

- 작업자가 현장도착후 상황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요기기의

기동/정지, 정지유발 시험 또는 주요기기 정비작업 착수 전 현장

기기 상태 이해 등 사전점검(First Check) 기법의 적용

- 기기 조작 시 인접위치에 동일 기능, 형태의 스위치가 다중 설치

되어 정확한 기기조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스위치에 인식표 (예,

줄을 쳐 ‘접근금지’ 표시 등) 부착 및 인접스위치에 보호커버 등의

접근방벽의 설치

- 정비수행 후 해당기기에 정비원의 소속, 성명, 정비일시, 작업내용

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정비실명제의 적용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이성(주), 한전

KPS)가 주기적인 교육(반기 : 한전KPS-'12.1.3, 이성엔지니어링-‘12.1.16,

일진에너지-’12.1.17 실시)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중점

관리대상기기 정비절차서(한전KPS - 대상 89건 중 86건 개정완료,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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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 대상7건 개정완료, 일진에너지-대상없음)에 동시확인 항목

과 독립확인 항목을 표기하고 수행자 서명란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적절

하다.

모든 정비 작업은 2인 1조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기진단, 동료점검,

사전점검이 이행되고, 인접기기에 대한 운전방벽을 적절히 설치하고 있

다. 정비수행 후에 출력감발 및 터빈 트립계통 등 선정된 중요계통 기

기(이성엔지니어링: 50개 기기/ 한전KPS: 197개 기기)에 정비원 성명, 정

비일시 등 명패를 부착하고 있어 정비품질 관리 개선방안은 적절하다.

협력사 품질역량 제고를 위하여 협력사 CEO/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품질ㆍ안전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대상 : 120명, KINS원자력안전학

교, ‘12.9.4, 5 양일 실시 예정), 협력사 품질부서 직원에 대한 원자력

품질교육('12.5~'12.12 계속)이 계획되어 시행 중이다. 협력사 품질수준

향상 및 중대 품질문제점 유발업체가 제도적으로 퇴출되도록 품질지적

관련보고서 발행 시에는 감점 처리하고, 품질등급 우수업체는 원자력

산업계 품질상과 가점을 부여하는 협력사 품질수준 실시간 평가 상시

셀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12.5.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산업계 품질대상을 운영(포상은 매년 말 시행)하는 등 협력사

품질역량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은 적절하다.

2.2.2 용역업체 관리체계 및 절차 강화방안 적절성

가. 목적

한수원이 제시한 용역업체 관리체계 및 절차 강화방안 적절성을 점검

한다.

나. 점검내용

○ 용역업체 관리체계 적절성

- 협력사 최고가치 낙찰제, 손해배상금강화, 삼진아웃제, 공사 및 용

역 등록기준/적격심사 기준개선, 계약 특기시방서 개발 및 적용

- 협력사 품질수준 실시간 평가 상시 셀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절차 강화방안 적절성

- 정비절차서에 인적오류 예방기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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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점검결과

용역업체 관리를 위하여 인적실수, 정비불량 등으로 발전정지 3회

유발 시 등록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인적실수 발생 시 또는 교육훈련

미 이행 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되

어 시행하고 있다. 입찰서 적격심사 시 인적실수에 따른 LOV/SI 사건

발생, 발전정지 유발 등에 대한 감점기준의 적용은 현재 추진 중에 있

으므로 적절하다.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표준지침서는 개발이 완료되어(‘11.10월) 계약

특기시방서에 첨부되어 있고, 교육훈련사항으로 협력사는 연간교육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매 계획예방정비 기간마다 투입인력에 대하여 발

전소 일반배열, 작업절차, 인적오류, 안전문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적절하다. 또한 전사전산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설비명, 정

비원 이름으로 실제 정비를 시행한 인력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정

비실명제를 구현하고 있어 적절하다.

협력사별로 품질수준을 계량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DREAMS에

등록된 보고서 유자격공급자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여, 품질지적

서 감점점수가 자동 합계되어 평가등급이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이는 협력사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정된 중점관리대상기기 정비절차서(한전KPS - 대상 89건 중 86건

개정완료, 이성엔지니어링 - 대상7건 개정완료, 일진에너지-대상없음)에

발전소 안전 및 출력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수행항목에 대하여 독

립확인 사항을 해당 절차서에 표기하고 수행자 서명란이 추가되었다.

독립확인이란 설비의 상태 제어에 중점을 둔 동시확인과, 작업수행자

외 별도의 직원이 인적오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또한 모든 정

비 작업을 2인 1조로 수행하고 있으며, 자기진단(Self Check), 동료점

검(Peer Check), 사전점검(First Check)이 이행되고, 인접기기에 대한

운전방벽을 적절히 설치하고 있다. 정비수행 후에 해당기기에 정비원

성명, 정비일시 등 명패를 부착하고 있어 정비품질 관리 개선을 위한

정비절차 강화방안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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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용역업체 선정방안 적합성

가. 목적

한수원이 제시한 용역업체 선정방안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 최고가치 낙찰제

○ 공사 및 용역 등록기준/적격심사 기준개선

다. 점검결과

건설되는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최고가치 낙찰방식 적용방안을 검토

하여(‘12.5) 기술제안입찰제로 적용할 예정이다. 최고가치 낙찰방식이란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고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동원전

유지보수분야에 대해서는 건설원전 적용방식(기술제안입찰제도)과 유

사한 최고가치 낙찰방식의 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

원자력 정비 경력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인적실수, 정비불량 등으로

발전정지 유발 시 감점으로 차기계약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공사 및

용역 등록기준/적격심사 기준 개선사항은 역무제공능력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적절하다.

2.2.4 용역업체 종사자 자격기준 적합성

가. 목적

한수원이 제시한 용역업체 종사자 자격기준 적절성을 점검한다.

나. 점검내용

○ 정비 용역업체 종사자 자격기준

다. 점검결과

용역업체 종사자 자격기준은 ANSI/ANS 3.1 (selection,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적합한 정비원 자격관리제도를 개발 적용하도

록 계약서에 규정하였다. ANSI/ANS 3.1 요건을 반영한 한수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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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 직원 자격관리(표준기행 운영-06)“에 따라 자격요건에 적합한 정

비원을 투입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수립된 자격기

준에 적합하다.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원자력이론기초교육, 발전소계통교육, 인

적행위개선교육, 방사선방호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계약서

에 규정되어 있다. 한전 KPS는 신입직원 입사 시 해당교육을 이수하

고 있으며, 이성엔지니어링도 해당교육을 계약서 규정에 따라 이수하

고 있어 교육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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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종합 결론

□ 고리1호기 교류전력 공급중단 및 은폐 사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현장 사건조사를 수행하였

다. 조사 결과, 사건발생의 원인은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전력계통과

같은 설비 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체계 및 발전소 정비 기간

중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사건의 재발방지 및 고리1호

기는 물론 국내 전 원전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4개 분야 20개 안전성 강

화대책을 도출하여 이행 중에 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고리1호기의 총체적인 운

전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디젤발전기를 비롯한 전력계통, 조사취화

와 관련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원자로용기, 장기가동에 따른 경년열화

우려가 있는 주요 설비, 안전성 의혹이 제기된 교체부품 등 설비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보고체계 개선 등 원전

운영 전반적인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분야를 점검하였다.

□ 그동안 수행한 안전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 비상디젤발전기 A, B 모두에 대해서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및 종

합적인 성능과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정비 및 성능시험을 집중적으로 점

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실시한 종합 성능시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성능

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상디젤발전기 2대가 모두 운전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되어 있는 대체교류디젤발전기와 이번 사건 후속

조치로 새로이 배치된 이동형 디젤발전기에 대해서도 성능시험 결과를

점검하여 성능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또한 발전소 정상운전시 전력공급원인 소외전력계통에 대해서도 설비보

강 현황 및 전력공급상실사건 방지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정비․
시험시 감독강화 등의 개선조치의 적합성을 점검한 결과, 소외전력계통

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로 용

기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성 유지 여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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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원자로용기와 동일한 재료·용접재·제작법으로 만들고 계속

운전 종료시까지 받게 될 중성자 조사량만큼의 중성자에 노출된 재료

시편을 활용하여 분석한 파괴실험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이용한 파괴

역학 분석결과를 재점검한 결과,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는 건전성 관련

기술기준들을 모두 만족하고 있으므로 계속운전 종료시까지 건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 고리1호기 주요 설비의 안전성을 재점검한 결과 격납건물, 원자로내부 구

조물, 증기발생기 세관 등 주요 기기 및 구조물과 전기 케이블에 대한

경년열화 관리상태와 볼트 결합 건전성 등이 모두 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

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후쿠시마 후속조

치 이행현황을 재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등급 품목인 부품들은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

하게 교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력계통 고장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

동실패와 같은 설비의 고장이었으나, 사건 이후 취해졌던 제반 행위들을 종

합하여 볼 때 경영층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또는 안전문화 결여가 원전 안

전성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성 강화대

책을 통해 이행중인 보고시스템 개선, 안전문화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운전경험 반영 개선, 계획예방정비 체제 개선 및 용역업체 관리 개선

등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해 한수원 본사의 대책을 포함해서 심층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도출하여 한수원의 안전성증

진대책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그 반영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위와 같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고리1

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와 소외전원 등 전력계통은 발전소 안전운전에 필요

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경년열화

관리상태,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안전등급 부품교체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외에도 고리1

호기의 안전관리체계 및 경영층과 종사자의 안전문화 제고와 직무능력 개

선을 위해 한수원이 추진 중인 안전성증진대책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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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원자로 용기 건전성 평가 상세 결과

20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원자로 용기 건전성 평가



- 156 -

Ⅰ. 개요 ·························································································· 159

1. 중성자 조사취화 현상 ··························································· 160

2. 원자로용기 감시시험 기준 ··················································· 160

3.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절차 ··············································· 160

Ⅱ.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방법 ······································· 163

1. 최대흡수에너지 ······································································· 164

2.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 180

3. 압력-온도 제한곡선 ································································ 198

III.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결과 ················ 206

1. 최대흡수에너지 ······································································· 207

2.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 207

3. 압력-온도 제한곡선 ································································ 208

IV. 참고문헌 ······································································ 210

목   차



- 157 -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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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성자 조사취화 현상

페라이트계 저합금강(Ferritic Low Alloy Steel) 원자로용기 재료는 고속 중

성자에 노출되면 최대흡수에너지(Upper Shelf Energy, USE)가 감소하고 가

압열충격(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저항성이 감소하는 등 조사취화

(Irradiation Embrittlement) 현상이 발생한다.

2. 원자로용기 감시시험 기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7호(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감시시험편 부착), 제63

조제1항제3호(중성자 조사 감시·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12-25호(원

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성

자 조사로 인하여 원자로용기의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평

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중성자 조사에 의한 원자로용기

재료의 특성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감시시험(Surveillance Test)을

수행하고, 감시시험 결과의 분석을 통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자로용기 감시시험을 위해 원전 건설 시에 원자로용기 노심대 부근에 미

리 가공된 시편을 담은 감시용기(Surveillance Capsule)를 설치하고, 계획된

시점에 인출하여 중성자 조사에 따른 원자로용기 재료의 특성변화를 감시한

다. 원자로용기 재료특성을 감시하기 위한 시편종류(인장시편, 충격시편, 파

괴시편)와 시험방법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에 규정되어 있다.

3.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절차

가. 건전성평가 절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 및 미연방규제법 10CFR50에 따라 최대

흡수에너지,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및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결과를 바탕으

로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나. 건전성평가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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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I-1 원자로용기 노심대 및 감시용기 위치

그림 A1.I-2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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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흡수에너지는 68 Joule (50 ft-lb)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i) 노심대

에 대한 100% 체적검사, ii) 파괴인성시험 및 iii) 파괴역학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압열충격 기준온도(RTPTS)값은 모재와 축방향 용접부인 경우에는 132℃ 

(270℉) 이하, 원주방향 용접부인 경우에는 149℃ (30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요건을 불만족 시에는 i) 조사량 감축계획 수립,

또는 ii) 확률론적 안전해석 수행, 또는 iii) 10CFR50.66에 따른 열처리, 또는

iv) Master Curve 방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특성을 반영하여 ASME Code Sec. XI,

Appendix G 또는 대체방법(ASME Code Case N-641)에 따라 압력-온도 제

한곡선을 결정해야 한다.

표 A1.I-1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규정 및 기술지침

항목 규정 및 기술지침

원자로용기

감시시험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7호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63조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08호,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25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 10CFR50.60, "Acceptance criteria for fracture prevention measures

for light water nuclear power reactors for normal operation"

- 10CFR50.61,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for protection

against pressurized thermal shock events"

- 10CFR50, App.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 10CFR50, App. H, "Reactor vessel material surveillance program

requirements"

최대흡수에너지

-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XI, Division 1,

App. K, "Assessment of Reactor Pressure Vessels with Low Upper

Shelf Charpy Impact Energy Levels"

- Reg. Guide 1.161, "Evaluation of Reactor Pressure Vessel with

Charpy Upper Shelf Energy Less than 50ft-lb"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 ASTM E 19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Reference

Temperature, T0, for Ferritic Steels in the Transition Range”

- BAW-2308, Revision 1, “Initial RTNDT of Linde 80 Weld Materials,”

Framatome ANP

-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XI, Div. 1, Case N-629,

“Use of fracture toughness test data to establish reference temperature for

pressure retaining materials”

압력-온도

제한곡선

-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XI,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Criteria for Protection Agains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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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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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흡수에너지 평가

가. 탄소성 파괴역학 기반 최대흡수에너지 평가 기술기준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에 대한 최종 판단 기준은 용기벽에 가상으로 존재하

는 균열이 외부하중의 어떤 경우에도 용기벽을 완전히 관통하여 내부의 핵

물질 및 방사성 냉각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이다. 압력용

기용 저합금강에서는 온도구간에 따라 파괴의 양상이 달라진다. 저온에서는

외부의 하중이 구조물의 균열형상에 의존하는 어떤 임계값 이상에 도달하면

불안정하게 균열이 전파하는 벽개(cleavage) 파괴양상을 보인다. 이보다 온도

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소성변형 혹은 안정된 균열성장을 보이

다가 불안정한 벽개로 이어지는 혼합된 파괴양상이 나타난다. 고온영역에서

는 재료가 소성변형하기 쉽기 때문에 불안정한 벽개 파괴가 발생하기 보다

는 국부적인 소성변형의 집중으로 인한 공극의 생성 및 합체가 반복되는 연

성 찢김 균열성장 형태가 나타낸다.

고온영역에서도 균열 성장에 필요한 외부의 하중이 매우 커지면 균열의

연성 불안정 성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연성균열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커지게 되면 용기 벽의 잔여두께에서 외부하중을 이

기지 못하고 소성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ASME Code Sec. XI,

App. K[1] 및 US NRC RG 1.161[2]에서는 고온 가동온도구간에서의 연성균

열성장에 대한 파손 안전성 파단 기준을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설정하고 있다. ASME Code Sec. XI, App. K의 경우 K-2000, K-2300 및

K-2400에서 각각 운전하중 A/B/C/D 상태에 대한 승인기준을 제시하고 있으

며, 이는 US NRC RG 1.161의 Regulatory Positions 1에서 기술하고 있는 승

인기준과 동일하다.

1) 정상 및 과도상태(Level A and B conditions)

Level A/B 하중상태에서 용접부에 대한 상부영역 인성(upper-shelf

toughness)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에는 용기 내벽에 깊이가 a/t=0.25이고 형

상비가 c/a=6인 반타원형 표면균열이 존재함을 가정한다. 이때 균열의 주축

은 고려하는 용접부를 따라 놓이도록 하고 균열면은 반경 방향으로 존재하

도록 가정한다. 모재에 대한 평가시에는 축방향과 원주방향 균열을 모두 가

정하며, 균열의 형상 및 크기는 용접부의 경우와 동일하고 각 방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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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II-1 Level A/B 하중상태에서의 안전성 허용기준

구분 항목

허용 기준 1

발전소 고유의 과압보호 보고서에 정의된 누적압력(accumulation

pressure), Pa의 1.15배에 해당하는 내압과 발전소 고유의 가열/냉각

조건에 따른 열응력을 고려하여 평가된 applied J-적분 값이 균열진

전이 0.1 inch 시작될 때의 재료의 J-R 저항곡선 값보다 작아야 함.

   (SF=1.15 on Pa, SF=1 on thermal loading)

여기서, J0.1은 재료의 J-R 저항곡선 상에서 균열이 0.1 inch 진전했을

때 연성균열성장에 대한 재료의 파괴저항을 의미하는 값임.

허용 기준 2

균열이 성장함을 가정하여도 연성균열성장에 대하여 안정적이어야

함. 즉, 불안정균열성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at  

(SF=1.25 on Pa, SF=1 on thermal loading)

여기서, Japplied는 누적압력의 1.25배에 해당하는 내압과 발전소 고유의

열하중 조건하에서 가정된 균열에 대하여 계산된 applied J-적분 값임.

해당 파괴인성치를 사용해야 한다. Level A/B 하중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는

표 A1.II-1과 같은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더불어 Level A/B 하중상태에

서 안전성 평가에 사용하는 재료의 J-R 저항곡선은 압력용기 재료의 특성을

보수적으로 나타내야한다. 즉, J-R 저항곡선은 (평균값-2×표준편차) 계산값을

사용한다.

2) 비상상태(Level C condition)

Level C 하중상태에서 용접부에 대한 상부영역 인성(upper-shelf toughness)

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균열은 모재 두께의 1/10 이하에 클래딩(cladding)

두께를 합한 깊이의 반타원형 표면균열을 용기 내벽에 가정한다. 이때 균열

의 총 깊이는 최대 1.0 inch를 초과하지 않으며, 균열의 형상비는 6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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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II-2 Level C 하중상태에서의 안전성 허용기준

구분 항목

허용 기준 1

내압 및 열응력에 각각 안전계수 1.0을 적용하여 계산된 applied J-적

분 값이 재료의 J-R 저항곡선에서 0.1 inch 균열진전 시작시의 파괴

저항 J-R 저항곡선 값보다 작아야 함.

   (SF=1 on the applied loading)

여기서, J0.1은 재료의 J-R 저항곡선 상에서 균열이 0.1 inch 진전했을

때 연성균열성장에 대한 재료의 파괴저항을 의미하는 값임.

허용 기준 2

균열이 성장함을 가정하여도 연성균열성장에 대하여 안정적이어야

함. 즉, 불안정균열성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at  

(SF=1 on the applied loading)

균열의 주축은 고려하는 용접부를 따라 놓이도록 하고 균열면은 반경방향으

로 존재하도록 가정한다. 모재에 대한 평가시에는 축방향과 원주방향 모두

해석해야 한다. Level C 하중상태에서 안전성 평가에 사용하는 재료의 J-R

곡선은 압력용기 재료의 특성을 보수적으로 나타내야하므로 (평균값-2×표준

편차) 값을 사용한다. Level C 하중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는 표 A1.II-2에 정

리한 바와 같이 두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3) 사고상태(Level D condition)

Level D 하중상태의 안전성 평가에서 가정하는 균열은 Level C의 경우와

동일하나 안전성 평가의 만족여부는 단지 균열이 성장하는 경우에도 균열진

전이 안정성(Stability)을 유지하는지 만으로 판단한다. 평가에 가정되는 균열

은 Level C와 마찬가지로 모재 두께의 1/10 이하에 클래딩 두께를 합한 깊

이의 반타원형 표면균열을 용기 내벽에 가정한다. 이때, 균열의 총 깊이는

최대 1.0 inch를 초과하지 않으며, 균열의 형상 비는 6대 1이다. 균열의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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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II-3 Level D 하중상태에서의 안전성 허용기준

구분 항목

허용 기준 1

내압 및 열응력에 각각 안전계수 1.0을 적용하여 계산된 applied J-적

분 값이 재료의 J-R 저항곡선에서 0.1 inch 균열진전 시작시의 파괴

저항 J-R 저항곡선 값보다 작아야 함.

   (SF=1 on the applied loading)

여기서, J0.1은 재료의 J-R 저항곡선 상에서 균열이 0.1 inch 진전했을

때 연성균열성장에 대한 재료의 파괴저항을 의미하는 값임.

허용 기준 2

균열이 성장함을 가정하여도 연성균열성장에 대하여 안정적이어야

함. 즉, 불안정균열성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at  

(SF=1 on the applied loading)

은 고려하는 용접부를 따라 놓이도록 하고 균열 면은 반경방향으로 존재하

도록 가정한다. 모재에 대한 평가 시에는 축방향과 원주방향 모두 해석해야

한다. Level D 하중상태에서 안전성 평가에 사용하는 재료의 J-R 곡선은 압

력용기재료의 특성을 보수적으로 나타내야하므로 (평균값-2×표준편차)값을

사용한다. Level D 하중상태에 대한 평가결과는 표 A1.II-3에 정리한 바와

같이 두 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 재료의 J-R 파괴저항 특성 결정

탄소성 파괴역학 해석을 위해서는 재료의 연성 균열성장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하는 J-R 파괴저항 특성곡선이 요구된다. J-R 파괴저항 특성은 재료의 온

도 및 조사량에 따라 변화하므로 해석의 기준이 되는 균열크기 및 해석 조

건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US NRC Regulatory Guide 1.161에서는 Charpy 최대흡수에너지가 50 ft-lb

이하인 원자로용기의 탄소성 파괴역학 J-R 안전여유도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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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 아니라, Linde 80 용접재를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압력용기 재료의 J-R

파괴저항 특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괴역학 해석의 대상이 되는

시점과 위치, 해당온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각 조건에서의 모든 J-R 저항곡선

특성을 감시시편의 직접 시험 데이터로부터 얻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US

NRC RG 1.161에서는 Eason 등이 Linde 80 용접부에 대한 시험 결과를 통

계 처리하여 구한 multi-variable J-R 모델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시험방법은 ASTM E 1152-87[3]이며, 기준시편은 순단면(net-section)

두께, Bn이 1 인치인 CT(Compact Tension) 시편이다.

Multi-variable J-R 모델에서 재료의 J-R 저항곡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exp∆

  (ksi/in) (1.1)

여기서, MF는 표준편차를 고려한 margin factor로 운전조건이 Level A, B,

C 인 경우 MF = 0.648x(‒2σ)이고 Level D인 경우 MF = 1.0x(mean)이다. 상

수 C1~C4는 Charpy USE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p ln  

 ln

 ln

 

(1.2)

여기서, T는 시험온도(℉), CVN은 Charpy USE(ft-lb)를 나타낸다.

J-R 파괴저항특성은 ASTM E 1820[4] 표준시험방법(이전 E813[5], E1152,

E1737[6]의 통합)에 따라 측정되며, 시험에는 보통 1인치 이상 두께의 CT 시

편이 사용된다. Modified 1X-WOL 시편의 J-R 파괴저항 시험방법은 ASTM

E1820 표준시험법(전 E813)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US NRC RG 1.161의

CVN J-R 모델을 해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량에 따른 Charpy 최대흡수

에너지의 변화를 먼저 예측해야 한다. 그 절차는 감시시험 결과해석에 적용

되는 US NRC RG 1.99 Rev.2[7]의 조사취화량 평가절차를 준용하게 된다.

나. 탄소성 파괴역학 기반 최대흡수에너지 해석방법

각 운전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파괴역학적 해석절차의 경우 ASME XI,

App. K와 US NRC RG 1.161의 방법이 동일하며, ASME XI, App. K에서



- 167 -

Level A/B service loading의 경우에 대하여 손상평가 선도(failure assessment

diagram)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J-T(J-integral/Tearing modulus) 선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선형탄성파괴역학에 근거하여 형상과

응력분포가 단순한 경우 결함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인 ASME XI, App. A[8]

그리고 정확한 평가결과 도출이 가능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에 근거한 평가

가 있다.

본 장에서는 US NRC RG 1.161(ASME XI, App. K 동일), ASME XI,

App. A 그리고 3차원 유한요소해석방법의 평가절차를 각각 기술하였다. 여

기서는 저인성으로 인한 공학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원주방향의 결

함(circumferential flaw)에 대한 해석절차만을 언급한다.

1) US NRC RG 1.161(ASME XI, App. K 동일) 평가 절차

가) Level A/B 하중상태에 대한 평가절차

(i) Level A/B 가상결함에 대하여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applied J-적분을

계산하고 균열이 0.1 inch 진전한 경우에 대한 재료의 J-R 저항곡선 값

J0.1과 비교

(ii) applied J-적분 곡선과 J-R 저항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두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하여 J-R 저항곡선의 기울기가 applied J-적분 곡선의 기

울기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i)과 (ii)는 각각 균열의 진전여부 및

균열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조건

(i) Applied J-적분 계산식

Applied J-적분의 계산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제 1 단계는 소성역 보정에

의한 유효 균열깊이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제 2 단계는 이 유효균열깊이

로 소규모 항복에 대한 J-적분 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제 1 단계

균열 깊이가 a(=0.25t+0.1 inch)인 원주방향 균열에 대하여, 내압 Pa에 안전

계수 SF(=1.15)를 곱하여 다음 식을 계산함으로써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한다.



- 168 -


   


(1.3)

  for ≤  ≤ 

이 식은 균열면에 작용하는 내압의 영향을 고려한 식이며, 응력확대계수

의 단위는 ksi√in이다.

균열 깊이가 a(=0.25t+0.1 inch)인 대하여 반경방향의 열변화에 따른 정상

상태의 응력확대계수를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1.4)

 

이 식은 ≤  ≤  ≤≤ ℉/hr인 경우에 유효하며, 클래딩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식이다. 위 식은 변경방향으로의 열구배가 시간에

독립적인 정상상태의 경우를 나타내므로, J-R 저항곡선 특성은 열천이 초

기에 용기 벽의 온도가 균일하게 가장 높은 온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J-R

저항곡선 특성 값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온도에서 다음 식을 사용하여

소규모항복에 대한 유효균열깊이 ae를 계산한다.

 





 (1.5)

여기서 σy는 재료의 항복강도를 나타낸다.

제 2 단계

소규모 항복(small scale yielding)을 고려한 내압에 의한 응력확대계수 K'IP

와 반경방향의 열구배에 의한 응력확대계수 K'IP는 각각  
 와 KIP에 균

열깊이 a 대신 위 1 단계에서 계산된 유효균열깊이 ae를 대입하여 구한다.

그러면 작용된 모든 하중에 대한 소규모 항복을 고려한 J-적분 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 ′ (1.6)

여기서 ′  (ksi)이며, E와 v는 각각 탄성계수(elast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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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푸아송 비(Poisson's ratio)를 나타낸다.

(ii) 균열 불안정성 평가

각 균열 진전 깊이에 따라 계산된 applied J-적분 값을 곡선으로 나타내고

재료의 J-R 저항곡선도 같이 도시한다.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재료의

J-R 저항곡선의 기울기가 applied J-적분 곡선의 기울기보다 큰가를 확인

함으로써 작용된 하중 하에서 균열의 안정성이 증명된다.

나) Level C 하중상태에 대한 평가절차

Level C 하중상태에 대한 평가 시에는 균열의 깊이를 0.1t + tcL 이하로

가정하되 균열 깊이의 최대값이 1.0 inch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내압과 열

하중에 대하여 모두 안전계수, SF = 1로 한다.

(i) Level C 가상결함에 대하여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applied J-적분을 계

산하고 균열이 0.1 inch 진전한 경우에 대한 재료의 J-R 저항곡선 값 J0.1

과 비교하는 것과,

(ii) applied J-적분 곡선과 재료의 J-R 저항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두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하여 재료의 J-R 저항곡선의 기울기가 applied J-

적분 곡선의 기울기보다 큰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i)과 (ii)는 각각 균열의 진전여부 및 균열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조건

이다.

(i) Applied J-적분 계산식

Applied J-적분의 계산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제 1 단계는 소성역 보정

에 의한 유효균열깊이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제 2 단계는 이 유효균열깊

이로 소규모 항복에 대한 J-적분 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제 1 단계

균열 깊이가 a(=0.1t + tcL + 0.1 inch)인 원주방향 균열에 대하여, 내압

Pa에 안전계수 SF(=1.0)를 곱하여 다음 식을 계산함으로써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한다. 이때 가정된 균열길이의 전체 합은 1.0 inch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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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
이 식은 균열면에 작용하는 내압의 영향을 고려한 식이며, ≤ ′ ≤

범위에서 유효하다.

실제의 냉각속도(Cooldown Rate, CR)가 일정한 값의 냉각속도에 의해 한

계 지어질 수 있을 때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클래딩 효과를 포함한 반경

방향의 열구배에 의한 응력확대계수가 계산된다.

  










′


′




′

′

(1.8)

이 식은 ≤ ′ ≤ ≤≤ ℉/hr 조건에서 유효하다.

다음 식을 사용하여 소규모 항복에 대한 유효균열깊이 ae를 계산한다.

 





 (1.9)

제 2 단계

소규모 항복을 고려한 내압에 의한 응력확대계수 K'IP와 반경방향의 열

구배에 의한 응력확대계수 K'IP는 각각  
 와 KIP에 균열깊이 a 대신

위 1 단계에서 계산된 유효균열깊이 ae를 대입하여 구한다. 그러면 작용된

모든 하중에 대한 소규모 항복을 고려한 J-적분 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

할 수 있다.

 ′′ ′ (1.10)

여기서, ′  (ksi)이며, E와 v는 각각 탄성계수와 푸아송 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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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균열 불안전성 평가

작용압력은 Level C 천이에서 최대값을 사용하고, 안전계수는 1.0을 사

용하여 각 균열 깊이 별로 계산된 applied J-적분값을 그림에 도시한 후

재료의 보수적인 J-R 저항곡선도 같은 그림에 그려 넣는다. 두 곡선이 만

나는 점에서 재료의 J-R 저항곡선의 기울기가 applied J-적분 곡선의 기울기

보다 큰가를 확인함으로써 작용된 하중 하에서 균열의 안전성이 증명된다.

다) Level D 하중상태에 대한 평가절차

Level D 하중상태에 대한 평가 시에는 가정된 균열에 대하여 균열의

안정성 조건만을 고려한다. 안정 균열성장의 깊이가 두께의 75%를 초과해

서는 안 되며, 잔여 두께에서 인장 불안정(tensile instability)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Level D 하중상태에서 균열의 안정성은 Level C 하중상태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재료특성을 나타내는 J-R 저항

곡선은 최적화된 평균값을 사용한다. 잔여 두께에 대한 인장 불안정을 방

지하기 위하여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1.11)

여기서 P는 내압을 나타내며, 
는 연성 균열성장과 소성역 보정을 고려

한 유효안정결함깊이를 나타내고 
는 잔여 두께의 인장 불안정까지 고

려한 유효안정결함깊이를 나타낸다. 반타원형 결함에 대하여


  


 





 (1.12)

이다. 한편, 식 (1.11)에서 는 재료의 유동응력(flow stress)으로 ASME

Sec. XI, App. K에는 Charpy upper-shelf 영역에서 85 ksi 이상인 경우 보

수적으로 85 ksi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US NRC RG 1.161의 Position 4에 의하면, 열과도 현상에 의해 균열선단

의 재료온도가 냉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벽개취성 파괴로의 모드변

환은 상부온도영역의 저인성 평가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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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shelf 온도영역에서의 저인성 문제에 대한 해석온도 범위를

LTOP(Low 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계통의 대표적 작동온

도인 ART+50℉ 이상의 상부온도영역으로만 제한한다.

2) ASME XI, App. A 평가 절차

가동중검사 중 검출된 결함이 ASME Sec. XI, IWB-3500[9]의 허용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 결함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ASME XI,

App. A가 적용 가능하다. 이 절차는 선형탄성파괴역학에 근거하여 형상

과 응력분포가 단순하며, 최소 항복응력이 50.0 ksi 이하이며 두께가 4

inch 이상인 페라이트계 재료에 적용 가능하다.

ASME XI, App. A3000은 응력해석으로 결정된 결함위치에서 대표적인 응

력을 이용하여 응력확대계수 KI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KI의 해는

기하학적 형상이 평판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모든 R/t(평균반지

름 대 두께비) 값의 원통형 동체에 존재하는 내부(표면직하)결함, 내부 및

외부표면결함에도 적용 가능하다.

표면 또는 내부(표면직하)결함의 경우, 결함 위치에서 응력은 막응력과 굽

힘응력으로 분리해야 한다. 압력에 의한 응력과 클래드에 의한 응력을 포

함하여 모든 형태의 하중에 의한 작용응력과 잔류응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벽두께 방향에서의 응력 변화가 비선형인 경우, 실제 응력분포는 검

출할 수 있는 결함깊이에 걸친 응력장을 정확하게 대표하거나 한계를 나

타내는 선형분포에 의해 근사치도 이용 가능하다. 선형화한 응력분포는

그림 A1.II-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막응력과 굽힘응력에 의해서 특성화된다.

표면결함의 경우, 결함위치에서 결함면에 수직한 응력은 결함깊이에 걸쳐

다음과 같은 다항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1.13)

여기서, x = 결함표면에서 측정한 벽두께 방향으로의 거리

a = 균열깊이

A0, A1, A2, A3 = 상수

상수 A0 ~ A3은 결함깊이의 모든 값(0<=x/a<=1)에 대하여 결함표면에 작

용하는 응력을 정확히 대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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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II-1 ASME XI, App. A의 표면결함 모델에 대한 응력 선형화

(i) Applied J-적분 계산식

Applied J-적분의 계산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제 1 단계는 소성역 보정에

의한 유효균열깊이를 계산하는 단계이다. 제 2 단계는 이 유효균열깊이로

소규모 항복에 대한 J-적분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제 1 단계

표면결함에 대한 KI는 A3320(1) 또는 (2)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표면결함에 대한 응력확대계수는 3차원 다항식의 응력관계를 사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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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여기서,

a = 결함 깊이, Q = 결함형상변수,

a/l = 결함 형상비 (0<=a/l<=0.5)

Ap = 용기 내압 (내부표면결함에 대해서는 Ap=P, 기타결함에 대해서는 Ap=0)

A0, A1, A2, A3 = 결함깊이(0<=x/a<=1)에 걸친 응력분포를 나타내는 식 (1.14)

의 상수. 결함깊이의 함수로 KI를 계산할 경우, 각 결함깊이

에 대해서 새로운 상수 A0 ~ A3을 결정해야 함.

G0, G1, G2, G3 = 표 A1.II-4와 A1.II-5에 주어진 자유표면 수정계수

(2) 응력선형화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응력장을 막응력과 굽힘응력으로 전

환하는 경우, KI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 식을 이용하면 된다.

  




(1.15)

  ,  






   


다음 식을 사용하여 소규모 항복에 대한 유효균열깊이 ae를 계산한다.

 





 (1.16)

그림 A1.II-2 ASME XI, App. A의 타원형 결함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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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II-4 그림 A1.II-2 점 1에서의 표면균열에 대한 상수 G0 ~ G3

a/t
결함 형상비, a/l

0.0 0.1 0.2 0.3 0.4 0.5

G0

0.00 1.1208 1.0969 1.0856 1.0727 1.0564 1.0366

0.05 1.1461 1.1000 1.0879 1.0740 1.0575 1.0373

0.10 1.1945 1.1152 1.0947 1.0779 1.0609 1.0396

0.15 1.2670 1.1402 1.1058 1.0842 1.0664 1.0432

0.20 1.3654 1.1744 1.1210 1.0928 1.0739 1.0482

0.25 1.4929 1.2170 1.1399 1.1035 1.0832 1.0543

0.30 1.6539 1.2670 1.1621 1.1160 1.0960 1.0614

0.40 2.1068 1.3840 1.2135 1.1448 1.1190 1.0772

0.50 2.8254 1.5128 1.2693 1.1757 1.1457 1.0931

0.60 4.0420 1.6372 1.3216 1.2039 1.1699 1.1058

0.70 6.3743 1.7373 1.3610 1.2237 1.1868 1.1112

0.80 11.9910 1.7899 1.3761 1.2285 1.1902 1.1045

G1

0.00 0.7622 0.6635 0.6826 0.7019 0.7214 0.7411

0.05 0.7624 0.6651 0.6833 0.7022 0.7216 0.7413

0.10 0.7732 0.6700 0.6855 0.7031 0.7221 0.7418

0.15 0.7945 0.6780 0.6890 0.7046 0.7230 0.7426

0.20 0.8267 0.6891 0.6939 0.7067 0.7243 0.7420

0.25 0.8706 0.7029 0.7000 0.7094 0.7260 0.7451

0.30 0.9276 0.7193 0.7073 0.7126 0.7282 0.7468

0.40 1.0907 0.7584 0.7249 0.7209 0.7338 0.7511

0.50 1.3501 0.8029 0.7454 0.7314 0.7417 0.7566

0.60 1.7863 0.8488 0.7471 0.7441 0.7520 0.7631

0.70 2.6125 0.8908 0.7782 0.7588 0.7653 0.7707

0.80 4.5727 0.9288 0.8063 0.7753 0.7822 0.7792

G2

0.00 0.6009 0.5078 0.5310 0.5556 0.5815 0.6084

0.05 0.5969 0.5086 0.5313 0.5557 0.5815 0.6084

0.10 0.5996 0.5109 0.5323 0.5560 0.5815 0.6085

0.15 0.6088 0.5148 0.5340 0.5564 0.5815 0.6087

0.20 0.6247 0.5202 0.5364 0.5571 0.5815 0.6089

0.25 0.6475 0.5269 0.5394 0.5580 0.5817 0.6093

0.30 0.6775 0.5350 0.5430 0.5592 0.5820 0.6099

0.40 0.7651 0.5545 0.5520 0.5627 0.5835 0.6115

0.50 0.9048 0.5776 0.5632 0.5680 0.5869 0.6114

0.60 1.1382 0.6027 0.5762 0.5760 0.5931 0.6188

0.70 1.5757 0.6281 0.5907 0.5874 0.6037 0.6255

0.80 2.5997 0.6513 0.6063 0.6031 0.6200 0.6351

G3

0.00 0.5060 0.4246 0.4480 0.4735 0.5006 0.5290

0.05 0.5012 0.4250 0.4482 0.4736 0.5006 0.5290

0.10 0.5012 0.4264 0.4488 0.4736 0.5004 0.5290

0.15 0.5059 0.7286 0.4498 0.4737 0.5001 0.5289

0.20 0.5152 0.4317 0.4511 0.4738 0.4998 0.5289

0.25 0.5292 0.4357 0.4528 0.4741 0.4994 0.5289

0.30 0.5483 0.4404 0.4550 0.4746 0.4992 0.5291

0.40 0.6045 0.4522 0.4605 0.4763 0.4993 0.5298

0.50 0.6943 0.4665 0.4678 0.4795 0.5010 0.5316

0.60 0.8435 0.4829 0.4769 0.4853 0.5054 0.5349

0.70 1.1207 0.5007 0.4880 0.4945 0.5141 0.5407

0.80 1.7614 0.5190 0.5013 0.5085 0.5286 0.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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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II-5 그림 A1.II-2 점 2에서의 표면균열에 대한 상수 G0 ~ G3

a/t
결함 형상비, a/l

0.0 0.1 0.2 0.3 0.4 0.5

G0

0.00 - 0.5450 0.7492 0.9024 1.0297 1.1406

0.05 - 0.5514 0.7549 0.9070 1.0330 1.1427

0.10 - 0.5610 0.7636 0.9144 1.0391 1.1473

0.15 - 0.5738 0.7756 0.9249 1.0479 1.1545

0.20 - 0.5900 0.7908 0.9385 1.0596 1.1641

0.25 - 0.6099 0.8095 0.9551 1.0740 1.1763

0.30 - 0.6338 0.8318 0.9750 1.0913 1.1909

0.40 - 0.6949 0.8881 1.0250 1.1347 1.2278

0.50 - 0.7772 0.9619 1.0896 1.1902 1.2746

0.60 - 0.8859 1.0560 1.1701 1.2585 1.3315

0.70 - 1.0283 1.1740 1.2686 1.3401 1.3984

0.80 - 1.2144 1.3208 1.3871 1.4361 1.4753

G1

0.00 - 0.0725 0.1038 0.1280 0.1484 0.1665

0.05 - 0.0744 0.1075 0.1331 0.1548 0.1740

0.10 - 0.0771 0.1119 0.1387 0.1615 0.1816

0.15 - 0.0807 0.1169 0.1449 0.1685 0.1893

0.20 - 0.0852 0.1227 0.1515 0.1757 0.1971

0.25 - 0.0907 0.1293 0.1587 0.1833 0.2049

0.30 - 0.0973 0.1367 0.1664 0.1912 0.2128

0.40 - 0.1141 0.1544 0.1839 0.2081 0.2289

0.50 - 0.1373 0.1765 0.2042 0.2265 0.2453

0.60 - 0.1689 0.2041 0.2280 0.2466 0.2620

0.70 - 0.2121 0.2388 0.5580 0.2687 0.2791

0.80 - 0.2714 0.2824 0.8870 0.2931 0.2965

G2

0.00 - 0.0254 0.0344 0.0423 0.0495 0.0563

0.05 - 0.0264 0.0367 0.0456 0.0538 0.0615

0.10 - 0.0276 0.0392 0.0491 0.0582 0.0666

0.15 - 0.0293 0.0419 0.0527 0.0625 0.0716

0.20 - 0.0313 0.0450 0.0565 0.0669 0.0764

0.25 - 0.0338 0.0484 0.0605 0.0713 0.0812

0.30 - 0.0368 0.0521 0.0646 0.0757 0.0858

0.40 - 0.0445 0.0607 0.0735 0.0846 0.0946

0.50 - 0.0552 0.0712 0.0834 0.0938 0.1030

0.60 - 0.0700 0.0842 0.0946 0.1033 0.1109

0.70 - 0.0907 0.1005 0.1075 0.1132 0.1183

0.80 - 0.1197 0.1212 0.1225 0.1238 0.1252

G3

0.00 - 0.0125 0.0158 0.0192 0.0226 0.0261

0.05 - 0.0131 0.0172 0.0214 0.0256 0.0297

0.10 - 0.0138 0.0188 0.0237 0.0285 0.0332

0.15 - 0.0147 0.0206 0.0261 0.0314 0.0365

0.20 - 0.0159 0.0225 0.0285 0.0343 0.0398

0.25 - 0.0173 0.0245 0.0310 0.3710 0.0429

0.30 - 0.0190 0.0267 0.0336 0.3990 0.0459

0.40 - 0.0234 0.0318 0.0390 0.0454 0.0515

0.50 - 0.0295 0.0379 0.0448 0.0509 0.0565

0.60 - 0.0380 0.0455 0.0513 0.0564 0.0611

0.70 - 0.0501 0.0549 0.0587 0.0621 0.0652

0.80 - 0.0673 0.0670 0.0672 0.0679 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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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단계

소규모 항복을 고려한 내압에 의한 응력확대계수 K'IP와 반경방향의 열구

배에 의한 응력확대계수 K'IP는 각각  
 와 KIP에 균열깊이 a 대신 위

1 단계에서 계산된 유효균열깊이 ae를 대입하여 구한다. 그러면 작용된

모든 하중에 대한 소규모 항복을 고려한 J-적분 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

할 수 있다.

 ′′ ′ (1.17)

여기서 ′  (ksi)이며, E와 v는 각각 탄성계수와 푸아송 비를

나타낸다.

(ii) 균열 불안전성 평가

작용압력은 각각의 평가 대상 운전조건에서의 천이에서 최대값을 사용,

안전계수는 적용하여 각 균열 깊이 별로 계산된 applied J-적분값을 그래

프에 나타낸 후 재료의 보수적인 J-R 저항곡선도 같은 그림에 그려 넣는

다.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재료의 J-R 저항곡선의 기울기가 applied J-

적분 곡선의 기울기보다 큰가를 확인함으로써 작용된 하중 하에서 균열의

안전성이 증명된다.

3) 3차원 유한요소해석 평가 절차

가동중검사시 검출된 결함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3차

원 유한요소해석에 근거한 평가방법 적용이 가능하다.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여 KI 및 J-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선적분

(line-integral)법, 가상균열진전(virtual crack extension)법, 에너지영역 적

분법(energy domain integral) 등이 있다. 선적분법은 변형 에너지 밀도를

균열 주위의 경로에 따라 선적분함으로써 균열선단에서의 KI 및 J-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균열에 대한 KI 및 J-적분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변위의 미분성분을 구하기 위해 균열 길이를 달리

하여 두 번의 해석을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선적분

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므로 3차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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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균열 진전법은 Parks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경로 내부요소의

절점이동에 의한 강성행렬(stiffness matrix)변화 및 변위 행렬로부터 에너

지 해방률(energy release rate)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균열길이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가 균열선단을 둘러싼 2개의 경로 사이에 있는

요소들에 의해 구해지기 때문에 종래의 선적분처럼 모든 계산을 2번 반복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열변형률 문제에 대

해서는 수식화가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다.

Shih 등에 의해 제시된 에너지 영역 적분법은 가상균열 진전법과 매우 유

사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균열선단 주위에 단일 폐곡선을 만들어 KI 및

J-적분을 계산하며 수학적으로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 가

장 널리 사용된다. 또한 이 방법은 탄성 및 소성 재료거동을 수반하는 준

정적과 동적 문제뿐만 아니라 열하중 문제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할 경우, 주요 기

계적 하중 및 열하중 작용하는 구조물에 대한 applied J-적분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후 기존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작용

압력은 각각의 평가 대상 운전조건의 최대값을 사용하고, 안전계수를 적

용하여 각 균열 깊이 별로 계산된 applied J-적분값을 그래프에 나타낸 후

재료의 보수적인 J-R 저항곡선도 같은 그림에 그려 넣는다. 두 곡선이 만

나는 점에서 재료의 J-R 저항곡선의 기울기가 applied J-적분 곡선의 기울기

보다 큰가를 확인함으로써 작용된 하중 하에서 균열의 안전성이 증명된다.

2.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평가

가. 가압열충격 규제기준

1980년대 초 미국의 원전 기술자 및 US NRC에서는 가압열충격 발생시

압력용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운전중 가

압열충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운전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

력 하에 US NRC는 10CFR50.61[10]을 통하여 가압열충격에 대한 규제기준을

발표하였으며, 가압열충격에 대하여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허용기준으로

써 수명말기 RTNDT인 RTPTS가 운전기간 동안 모재 및 축방향 용접재의 경우

에는 270℉ 이하, 원주방향 용접재의 경우에는 300℉ 이하로 할 것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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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재료의 RTPTS 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조사량 감

축계획(flux reduction program)을 통하여 조사취화량을 감소시킨다. 만일 조

사량 감축계획으로도 RTPTS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가상 가

압열충격에 대한 안전성해석(safety analysis)을 수행하며, 원자로용기의 파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핵연료 배치, 설비계통 및 운전조건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료의 파괴

인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US NRC 10CFR50.66[11]의 요구조건에 따라 원자로

용기를 열처리(thermal annealing treatment)하여야 한다.

US NRC에서 규정하는 중성자 조사취화에 대한 RTPTS 계산절차를 그림

II-2.1에 도시하였다. RTPTS 계산절차는 Charpy 충격시험 결과에 기초한

RTNDT 계산절차와 동일하다. 즉, 식 (2.1)과 같이 초기 무연성천이온도, 조사

로 인한 무연성천이온도의 변화량 그리고 여유도의 합으로 RTPTS를 나타낼

수 있으며 각 항의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at EOL fluence) (2.1)

그림 A1.II-3 RTNDT(RTPTS) 계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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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NDT(u) 결정

RTNDT(u)는 가동전이나 중성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자로용기

재료의 무연성 천이온도를 의미하며, ASME Code Sec. III NB-2331의 절차에

따라 낙중시험 및 Charpy 충격시험으로부터 결정된다.

(i) (낙중시험으로 구한 무연성 특성온도(Nil-Ductility Temperature, NDT)

+ 60℉) 시험온도에서 Charpy 충격흡수에너지가 50 ft-lb 이상일 때

RTNDT는 NDT와 동일하다.

(ii) (낙중시험으로 구한 무연성 특성온도 + 60℉) 시험온도에서 Charpy

충격흡수에너지가 50 ft-lb 미만일 때 RTNDT는 (T50ft-lb – 60℉)와 동일하

다. 여기서 T50ft-lb는 Charpy 충격곡선에서 충격흡수에너지가 50 ft-lb가

되는 특성온도를 나타낸다.

단, 신뢰할 만한 RTNDT(u) 측정값이 없을 경우에는 US NRC RG 1.99 Rev.

2에 제시된 기준값(generic value)을 사용한다. Linde 80 용접재의 경우에는

0℉ 값을 사용하며, Linde 0091, 1092, 124, ARCOS B-5 용접재의 경우에는 –
56℉ 값을 사용한다.

- ΔRTNDT 결정

중성자 조사로 인한 무연성 천이온도의 변화량, ΔRTNDT는 조사 전·후의

Charpy 충격곡선에서 충격흡수에너지가 30 ft-lb인 위치에서의 온도를 각각

구한 후 이들의 온도차이로 결정한다. 믿을만한 감시시험자료가 있는 경우에

는 감시시험 자료로부터 화학적 인자 CF(Chemistry Factor)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ΔRTNDT를 결정할 수 있다.




 




· 


 



×
·log 

 (oF) (2.2)

 ×·log (oF) (2.3)

여기서, (ΔRTNDT)i 와 fi 는 각각 n회의 감시시험을 통해 측정된 ΔRTNDT와 감



- 181 -

시시편에서의 중성자 조사량이다. f는 원자로 압력용기 내벽에서의 수명말기

조사량(neutron fluence, ×10
19

n/cm
2
, E ≥ 1 MeV)를 나타낸다.

단, 충분한 감시시험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화학적 인자 CF를 US NRC

10CFR50.61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원자로용기 재료의 Cu와 Ni 함유량의 함

수로 표 A1.II-6 및 A1.II-7과 같이 산정한다. 만약 Cu와 Ni 함유량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재료시방서의 상 한계값(upper limit)이나 보수적인 추정치를

사용하며, 이들 대안 중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값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Cu

는 0.35%, Ni은 1.0%로 가정한다.

- 여유도 결정

여유도는 US NRC RG 1.99 Rev.2에 의거하여 RTNDT(u) 및 ΔRTNDT의 측정 불

확실도 등을 보상하기 위한 값이며, 10CFR50.61에서는 다음 식과 같이 산출

한다.

  ×
 (2.4)

여기서,  와 는 각각 RTNDT(u)에 대한 표준편차와 ΔRTNDT에 대한 표준편

차를 의미한다. 각 표준편차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i)  = 0℉ ; RTNDT(u)가 측정값일 경우

 = 17℉ ; RTNDT(u)가 US NRC RG 1.99 Rev.2 기준값일 경우

(ii) 노심대 지역의 판재 및 단조강의 경우

 = 17℉ ;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8.5℉ ;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노심대 지역의 용접부의 경우

 = 28℉ ;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14℉ ; 감시시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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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II-6 용접재에 대한 화학적 인자 CF(℉)

Copper

wt-%

Nickel wt-%

0 0.20 0.40 0.60 0.80 1.00 1.20

0.00 20 20 20 20 20 20 20

0.01 20 20 20 20 20 20 20

0.02 21 26 27 27 27 27 27

0.03 22 35 41 41 41 41 41

0.04 24 43 54 54 54 54 54

0.05 26 49 67 68 68 68 68

0.06 29 52 77 82 82 82 82

0.07 32 55 85 95 95 95 95

0.08 36 58 90 106 108 108 108

0.09 40 61 94 115 122 122 122

0.10 44 65 97 122 133 135 135

0.11 49 68 101 130 144 148 148

0.12 52 72 103 135 153 161 161

0.13 58 76 106 139 162 172 176

0.14 61 79 109 142 168 182 188

0.15 66 84 112 146 175 191 200

0.16 70 88 115 149 178 199 211

0.17 75 92 119 151 184 207 221

0.18 79 95 122 154 187 214 230

0.19 83 100 126 157 191 220 238

0.20 88 104 129 160 194 223 245

0.21 92 108 133 164 197 229 252

0.22 97 112 137 167 200 232 257

0.23 101 117 140 169 203 236 263

0.24 105 121 144 173 206 239 268

0.25 110 126 148 176 209 243 272

0.26 113 130 151 180 212 246 276

0.27 119 134 155 184 216 249 280

0.28 122 138 160 187 218 251 284

0.29 128 142 164 191 222 254 287

0.30 131 146 167 194 225 257 290

0.31 136 151 172 198 228 260 293

0.32 140 155 175 202 231 263 296

0.33 144 160 180 205 234 266 299

0.34 149 164 184 209 238 269 302

0.35 153 168 187 212 241 272 305

0.36 158 172 191 216 245 275 308

0.37 162 177 196 220 248 278 311

0.38 166 182 200 223 250 281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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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II-7 모재에 대한 화학적 인자 CF(℉)

Copper

wt-%

Nickel wt-%

0 0.20 0.40 0.60 0.80 1.00 1.20

0.00 20 20 20 20 20 20 20

0.01 20 20 20 20 20 20 20

0.02 20 20 20 20 20 20 20

0.03 20 20 20 20 20 20 20

0.04 22 26 26 26 26 26 26

0.05 25 31 31 31 31 31 31

0.06 28 37 37 37 37 37 37

0.07 31 43 44 44 44 44 44

0.08 34 48 51 51 51 51 51

0.09 37 53 58 58 58 58 58

0.10 41 58 65 65 67 67 67

0.11 45 62 72 74 77 77 77

0.12 49 67 79 83 86 86 86

0.13 53 71 85 91 96 96 96

0.14 57 75 91 100 105 106 106

0.15 61 80 99 110 115 117 117

0.16 65 84 104 118 123 125 125

0.17 69 88 110 127 132 135 135

0.18 73 92 115 134 141 144 144

0.19 78 97 120 142 150 154 154

0.20 82 102 125 149 159 164 165

0.21 86 107 129 155 167 172 174

0.22 91 112 134 161 176 181 184

0.23 95 117 138 167 184 190 194

0.24 100 121 143 172 191 199 204

0.25 104 126 148 176 199 208 214

0.26 109 130 151 180 205 216 221

0.27 114 134 155 184 216 233 239

0.28 119 138 160 187 216 233 239

0.29 124 142 161 191 221 241 248

0.30 129 146 167 194 225 249 257

0.31 134 151 172 198 228 255 266

0.32 139 155 175 202 231 260 274

0.33 144 160 180 205 234 264 282

0.34 149 164 181 209 238 268 290

0.35 153 168 187 212 241 272 298

0.36 158 173 191 216 245 275 303

0.37 162 177 196 220 248 278 308

0.38 166 182 200 223 250 281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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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스터커브 방법에 기초한 가압열충격 평가

원자로용기 재료의 RTNDT(u)는 ASME Code Sec. III NB-2331에 의하여 낙

중시험 결과인 무연성 특성온도(NDT)와 Charpy 충격시험 결과인 (T50ft-lb – 
60

o
F) 온도를 비교하여 둘 중 높은 온도로 결정된다. 이는 Charpy 충격흡수

에너지 곡선 상에서 T50ft-lb 보다 60℉ 저온으로 내려가면 거의 무연성 특성을

나타낸다는 경험적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원자로용기 재료에서는

Charpy 충격시험의 (T50ft-lb – 60℉) 온도가 낙중시험의 무연성 특성온도보다

낮게 측정되어 RTNDT(u)값이 무연성 특성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Linde 80 용접재의 경우에는 Charpy 충격흡수에너지가 다른 재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초기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그림 A1.II-4에서 보듯이

Linde 80 용접재의 초기 Charpy 충격에너지 곡선 상의 T50ft-lb가 연성변형 구

간에 가까우며, 이 온도에서 60
o
F를 저온으로 내리더라도 무연성 특성은 보

이지 않는다. 따라서 ASME Code Sec. III NB-2331의 조항에 따라 (T50ft-lb – 
60℉)를 적용하여 RTNDT(u)을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 재료의 무연성 천이온도

특성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공학적 불합리성이 알려짐에 따라 US NRC에서는 Linde 80 용접재

에 대한 집중적인 파괴특성 연구를 통하여, 동 재료에 대한 RTNDT(u)값을

Charpy 충격특성값이 아닌 마스터커브 파괴인성시험을 통해 직접 측정한 파

괴인성값을 통해 결정하는 조항을 승인한 바 있다.

그림 A1.II-4 일반재료와 저인성재료의 Charpy 충격특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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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스터커브 가압열충격 평가 연혁

파괴인성 평가시 마스터커브(Master Curve)를 사용하는 방법은 오래전부

터 파괴역학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으며, 마스터커브를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

전성 평가에 사용하기 위한 시도는 K. Wallin에 의해 시작되었다. 직접적으

로 파괴인성을 측정하는 마스터커브 방법은 현재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규제기준의 Charpy 충격시험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동 방법은 기존 감시시험의 Charpy 충격시험

시편을 이용하여 연성-취성 천이온도 구역에서의 파괴인성을 직접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1970년대 초부터 사용해온 ASME 기준파괴인성곡선과 RTNDT

방법의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평가방법은 1997년도에 ASTM E1921-97[12] 표준시험

법으로 제정되어, 비교적 작은 크기의 파괴인성 시편을 사용하여 무연성 특

성온도를 직접 측정하는 표준시험 및 해석절차가 마련되었다. 더불어 ASME

Code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에 Code Case N-629[13] 및 N-631[14]을 제정하

여, 조사취화 기준온도 RTNDT의 대체값으로 상기 ASTM E1921 표준시험방법

으로 측정된 기준특성온도(T0)를 이용하여 RTT0(=T0 + 35℉) 기준온도를 적용

할 수 있도록 기술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1년에 US NRC는 미국 Kewaunee 원전에 대하여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특성을 이용하여 RTPTS를 산출하는 조항을 승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취득된

마스터커브 방법 적용에 관련한 신규 경험지식들을 산업계에 공개하였다.

Kewaunee 원전에 추가적인 감시시험 캡슐로부터 중성자 조사 후 마스터커

브 시험자료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5년도에 US NRC는 Babcock and Wilcox Owners

Group(B&WOG)이 제출한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시험평가에 기초한 Linde

80 용접재의 RTNDT(u) 재평가 방법에 대한 Topical Report BAW-2308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최종 승인하였다. 평가방법은 ASME Code Case N-629에 근

거하여 RTNDT(u)를 결정하고, 조사취화에 의한 변화량은 RG 1.99, Rev.2 절차

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학적으로는 파괴인성 시험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상기 방법은 미국 Point Beach 2호기 및 Surry 1, 2호기의 가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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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평가 시 적용되었다. Point Beach 2호기의 경우, 충격시험 결과로부터

20년 연장운전 시 하부 Shell 원주 방향의 Linde 80 용접재가 10CFR50.61의

가압열충격 규제기준값인 300℉에 도달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BAW-2308

Rev. 1[15]에 따른 RTPTS 재평가를 통하여 연장운전 수명에서의 RTPTS 여유

도를 입증하여 2005년 12월 20년 연장운전 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였다.

Surry 1, 2호기의 경우에는 BAW-2308, Rev.1에 따른 가압열충격 평가를 통

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에 대한 RTPTS 및 조사취화 기준온도값을

조정하고 추가 안전 여유도를 확보한 바 있다.

2) 마스터커브 가압열충격 평가의 기술적 배경

원전 계속운전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는 파괴

인성이다. 따라서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재료의 파괴인성 자

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US NRC에서는 10CFR50 App. G[16]와

App. H[17]를 통하여 특정조건 하에서 재료의 하한 파괴인성을 결정하는 방

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ASME Code의 기준파괴인성곡선이 사

용되어 왔다.

하지만 상기 방법은 파괴인성을 간접적이고 보수적으로 예측할 뿐만 아니

라 연성-취성 천이영역에서 파괴인성을 구할 때 큰 크기의 시편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평가방법은 ASTM

E1921에 규정되어 있다. 각 파괴인성 평가방법 및 가압열충격 평가에의 적용

에 대한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존 파괴인성 평가방법 (10CFR50 App. G, App. H)

현재 사용 중인 ASME Code의 기준파괴인성곡선은 미국의 압력용기위원

회(Pressure Vessel Research Council, PVRC)가 1972년 당시의 원자로용기

소재에 대한 파괴인성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모든 원자로용기의 파괴역

학 평가에 사용하기 쉽도록 일반화하여 보수적인 하한값을 설정한 것이다.

이 때 파괴인성 자료의 시험온도를 낙중시험의 무연성 특성온도인 무연성

특성온도로 상대 보정하여 일반화하였다. 이를 ASME Code에서는 무연성

특성온도 이외에 Charpy 충격시험 결과까지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결정한

RTNDT값을 사용하여 기준파괴인성곡선을 다음 식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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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MPa√m, oC) (2.5)

직접적인 파괴인성 시험결과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시시편 충격시험

결과로부터 RTNDT 값이 정해지면 상기 함수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재료의

파괴인성 자료를 하한값으로 결정한다.

-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평가방법(ASTM E1921)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평가방법은 ASTM E1921 표준시험법을 바탕으로

Charpy 시편 크기의 소형 3점굽힘 시편(Pre-cracked Charpy V-Notched

specimen, PCVN)을 이용하여 연성-취성 천이온도구역에서의 파괴인성시험

을 통하여 기준특성온도(To)를 결정한다. 파괴인성은 탄소성 파괴역학 파라미

터인 J-적분을 이용한 파괴인성치 KJc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기준특성온도로

일반화된 마스터커브는 다음과 같다.

 ×exp (MPa√m, oC) (2.6)

 ×exp (MPa√m, oC) (2.7)

따라서 ASME 기준파괴인성곡선과 유사하게 마스터커브 곡선에서도 기준

특성온도를 결정하면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ASME

곡선과의 차이점은 마스터커브는 재료 파괴인성의 중간값과 상·하한값 등을

확률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으며, 기준특성온도 자체를 직접 파괴인성 시험

으로부터 결정하기 때문에 파괴인성 곡선의 예측 신뢰도가 재료마다 거의

동등하다는 점이다. 또한 벽개파단이 취성파괴를 주도하는 경우에 재료의 파

괴인성은 시편 두께의 함수로 확률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측정된 파괴인

성값을 기준인 1T-CT 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가압열충격 평가에의 적용

원자로용기의 파괴역학 평가에 기존의 방법 대신 마스터커브를 직접 사용하

기 위해서는 ASME Code 관련 규정 및 해석절차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

다. 따라서 ASME Code에서는 마스터커브 평가방법의 기술적 장점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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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 중인 평가절차 및 규정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Code Case

N-629 및 N-631을 제정하였다.

ASME Code Case N-629와 N-631에서는 기존의 ASME 기준파괴인성곡선

을 그대로 적용하되, 온도보정 인자로써 RTNDT 대신에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시험을 통하여 구한 기준특성온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ASME 기준파

괴인성곡선의 하한특성과 마스터커브의 하한특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기준

특성온도에 35
o
F의 온도를 부가하여 RTNDT에 대응하는 RTTo 기준온도를 다

음 식과 같이 제시하였다.


 (℉) (2.8)

무엇보다 RTTo 적용의 공학적 강점은 모든 재료에서 일관된 안전 여유도

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Linde 80 용접재와 같이 RTNDT(U)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 일부 소재에 대하여 실제적인 안전 여유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 Lucon 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는 그림 A1.II-5와

같이 모재보다는 용접재에서 그리고 Cu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료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Charpy 충격시험의 RTNDT로 보정된

ASME 기준파괴인성곡선이 RTTo로 보정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

지만, 함축적 안전 여유도가 모재와 용접재, 판재와 단조재 등 재료에 따라

일관성이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A1.II-5 Cu 함유량이 (RTNDT - RTT0)에 미치는 영향



- 189 -

3) 마스터커브 방법에 기초한 RTPTS 평가방법

조사 전 RTT0 기준온도(RTTo(u)), 조사에 의한 취성으로 발생하는 재료의

Charpy 충격흡수에너지 혹은 파괴인성의 이동량인 ΔRTPTS 그리고 여유도를

고려하여 그림 A1.II-6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RTPTS를 산출 할 수

있다.

   
 (2.9)

 ×·log (2.10)

여기서, CF는 재료의 성분함량을 포함하는 인자로써 Charpy 충격에너지곡선

30 ft-lb에 해당하는 온도의 이동량(CFCVN) 혹은 마스터커브 파괴인성곡선의

이동량(CFT0)에 해당하는 값이다. 또한 f는 내부 표면에서는 중성자 조사량,

그리고 margin은 RTT0(u) 및 ΔRTPTS를 구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도를 보정하

기 위한 여유도 값이다.

그림 A1.II-6 마스터커브 방법에 기초한 RTPTS 산출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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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T0(u) 기준온도 결정 (ASME Code Case N-629, N-631)

ASTM Code Case N-631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RTT0를 정의하였고, ASME Code Case N-629에서는 조사된 재료 및 조사되지

않은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에 대한 RTT0(u)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압력용기

의 건전성 평가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RTT0(u)는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oF) (2.11)

ASME Code Case N-629의 규정에서는 RTT0(u) 결정을 위하여 재료의 평균특

성 T0 값을 이용한다. 또한 PCVN 시편으로 구한 T0 측정값이 1T-CT 시편에

비해 덜 보수적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에 대한 PCVN 조정값(PCVN

bias)을 고려한다.

- 기준특성온도(T0) 결정 (ASTM E1921)

ASTM E1921에 의하면 그림 A1.II-7의 순서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T0를 구

할 수 있다. T0를 결정하는 절차는 재료의 취성파괴가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J-적분값인 Jc를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2.12)

여기서, Je는 J-적분의 탄성 성분값이며, Jp는 J-적분의 소성 성분값이다. 다음

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위에서 얻은 Jc를 평면응력 취성 파괴인성치와 같은

개념인 KJc로 변환시킨다.

 





 (2.13)

여기서, E는 탄성계수이고 ν는 푸아송 비이다. 사용되는 시편의 초기 균열길

이는 ao이며, ASTM E1921을 만족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얻어

진 KJc(limit) 이내의 값들만을 계산에 사용한다.

 






 (2.14)

여기서, bo는 초기시편의 ligament (W - ao)이고, M은 ASTM에서 30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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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II-7 ASTM E1921 To 계산절차

정한 제한값, 는 측정온도에서 재료가 갖는 항복강도이다.

마스터커브의 기본이 되는 개념은 다음 식과 같이 KJc와 누적 손상확률 Pf

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 개의 변수를 갖는 Weibull model에 근거한다.

  exp 

 


 (2.15)

여기서, KI는 재료의 파괴인성, Kmin은 파괴인성 하한값으로 ASTM E19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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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20MPa√m을 제시하고 있으며, Ko는 Scale 변수이다.

이 모델에서는 통계학의 weakest-link 이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편의

크기에 대한 영향을 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두께의 시편을 1T

(25.4 mm) 시편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을 사용한다.

   

 


 (2.16)

여기서 Bo는 시편의 두께, B1T는 1T 시편의 두께, KJc(1T)는 1T 시편 두께로 변

환된 시편의 파괴인성, KJc(x)는 x 두께의 시편으로 측정된 파괴인성이다. 얻어

진 KJc값들 중에서 중간 값들을 나타내는 곡선, KJc(med)에 해당하는 식은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식으로부터 KJc(med)가 100MPa√m에 해당하는

온도를 T0로 정의하여 표현한다.

 ln  (2.17)

  
 × ln

  (2.18)

여기서, 마스터커브의 기준이 되는 1T 두께로 변환시킨 KJc(med)1T와 T0의 관계

는 식 (2.6)과 같이 표현되며, 이러한 마스터커브가 그 값의 정당성을 인정받

는 영역은 그림 A1.II-8과 같다.

- PCVN 조정값 결정 (BAW-2308 Rev.1)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험변수로는 시편의

형상 및 하중속도가 있다. IAEA CRP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Round Robin 시

험결과에서 측면홈의 유무 및 시편 냉각방식의 차이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시편의 크기 혹은 형상 효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

지만, CT 시편과 Bend 시편 사이에 약 18oF 정도의 T0 측정값 차이가 난다

는 보고가 있었다. BAW-2308에서는 PCVN 시편으로 구한 T0 측정값이

1T-CT 시편에 비하여 덜 보수적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에 대한 조정값으

로 18oF를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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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II-8 마스터커브 곡선 유효범위

가압열충격 사고시 균열선단에 작용하는 응력확대계수의 최대 작용속도는

약 1MPa√m/s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ASTM E 1921-05에서는 유효한

quasi-static 하중속도의 범위를 0.1 ~ 2 MPa√m/s로 제한하였다. US NRC

의 입장의 ASTM의 quasi-static 하중속도 범위에서 Symmetric한 Variation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BAW-2308에서 이를 고려하는 경우 약간

의 보수성을 더 갖기 때문에 적용을 허용한 바 있다.

- ΔRTPTS 결정 (10CFR50.61)

식 (2.10)에 기반하여 ΔRTPTS를 결정한다. 수명말기 조사량 f는 가장 높은

중성자 조사를 받는 위치인 압력용기 내 Cladding/Metal interface에서 측정

한다. 또한, 화학적 인자 CF는 식 (2.2)을 통하여 산출하거나 충분한 감시시

험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US NRC 10CFR50.61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원자로

용기 재료의 Cu와 Ni 함유량의 함수로 표 A1.II-6 및 A1.II-7과 같이 결정한

다. 만약 Cu와 Ni 함유량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재료시방서의 상 한계값이

나 보수적인 추정치를 사용하며, 이들 대안 중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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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지 못할 경우에는 Cu는 0.35%, Ni은 1.0%로 가정한다.

- 여유도(margin) 결정(ASTM E1921, BAW-2308 Rev.1)

마스터커브를 사용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할 시 불확실도

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여유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조사전·후 측정값의 불확실도를 모두 고려한 95% 신뢰도의 여유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2.19)

여기서, 와 는 각각 ASTM의 시편 개수에 따른 기대편차와

Monte-Carlo 시뮬레이션으로부터 구한 재질편차를 의미하며,  


은 용접재의 조사전 마스터커브 파괴인성 자료에 대한 표준편차 이다. 또

한 는 조사후 변화량의 불확실도를 의미한다.

(i) ASTM 시편 개수에 따른 기대편차() 결정 (ASTM E1921)

ASTM E1921에서 제시한 시편개수로 인한 To의 불확실도는 다음 식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2.20)

여기서, 는 KJc(med)의 함수로써, 표 A1.II-8과 같이 정의된다. 단, ASTM

E1921-05의 개정된 표준규정에 따라 통계적인 방법으로 유효한 온도범위 내

의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multi-temperature 해석을 수행한 경우에는 단일온

도에서 KJc(med)값을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보수적으로 값을 적용한다.

(ii) 재질편차 및 일반 시험편차() 결정 (BAW-2308)

BAW-2308에서는 ASTM 표준편차 이외에 일반 실험편차를 추가로 고려하였

으며, 이를 위하여 Monte-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시뮬

레이션은 ASTM의 T0 validity가 도달되는 최소 유효 데이터 개수가 되도록

샘플을 추출한다.



- 195 -

표 A1.II-8 KJc(med)에 따른 값

1T equivalent KJc(med)

(MPa√m)
 (oC)  (oF)

> 84 18 32.4

83 ~ 66 18.8 33.84

65 ~ 58 20.1 36.18

(iii) 조사후 변화량의 불확실도() 결정 (RG 1.99, Rev.2)

US NRC RG 1.99, Rev.2에서는 조사 후 변화량의 불확실도를 용접재의 경

우에는 28℉, 모재의 경우에는 18℉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확실도 는 Δ
RTNDT의 중간값의 0.5배를 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4) 미국 Kewaunee 원전에 승인된 RTPTS 평가방법

Kewaunee 원전에서는 조사 전·후의 T0 변화량 평가를 위하여 조사후의

시험결과를 RG 1.99, Rev.2 함수에 직접 대입하여 To값 변화에 대한 화학적

인자를 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시시편과 실제 압력용기의 조사량 차이로

인한 조사량 인자(Fluence Factor, ×log,FF)의 비율을 이용하여

RTPTS를 산정하였다.

US NRC가 수정하여 최종 승인한 Kewaunee 원전의 마스터커브 적용방법에

따라 원자로용기 내벽의 수명말기 중성자조사량에서 RTPTS (ARTT0,vessel)를 구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21)

US NRC가 승인한 Kewaunee 분석에서는 RTT0 보정값으로 35℉ 대신 33℉,

PCVN 조정값으로는 8.5℉가 적용되었다. 또한 위 식에서 T0,vessel은 다음 식

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2.21)



- 196 -

 × ·   (2.22)

여기서, ()는 감시시편과 수명말기 원자로용기 내벽의 중성자 조

사량 차이로 인한 조사량 인자의 보정 비율이다. ()는 감시시편

과 원자로용기의 실제 화학성분 차이에 대한 보정 비율을 의미한다.

3.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

가.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기준

1)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절차

압력-온도 제한곡선은 ASME Code Sec. XI App. G에 제시된 파괴인성 기

반의 건전성 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 온도에 대한 허용압력을 평가하는 절차

를 통해 결정된다. 세부적인 작성 절차는 그림 A1.II-9에 도식화하였다.

파괴인성 기반의 원자로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원자로 두께의 1.5배

의 길이와 0.25배의 깊이를 갖는 가상의 균열을 가정한다. 가상균열이 고려

된 원자로는 운전조건에 따라 선형탄성파괴역학을 고려하여 균열선단(crack

tip)에서 발생하는 응력확대계수(Stress Intensity Factor, SIF)를 평가한다. 균

열 선단에서 발생하는 응력확대계수는 압력에 의한 막응력(membrane stress)

과 온도구배에 의한 열응력(thermal stress)에 의해 발생하며, 각 영향에 의한

응력확대계수는 ASME Code의 Sec. III, App. G 또는 Sec. XI, App. G에 제

시된 계산절차에 따라 평가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압력 및 온도에 의한 응

력확대계수(K1m, K1t)는 ASME Code Sec. XI, App. G에 제시된 온도에 따른

재료 파괴인성보다 작은 조건을 안전운전 영역으로 고려하여 압력-온도 제한

곡선을 작성한다.

2) ASME Code Sec. XI App. G

(1)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ASME Code Sec. XI, App. G에서는 재료에 대한 파괴기준으로 균열억제

파괴인성(KIa)을 고려하였으며, 원자로용기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SA-533

Cl. 1, SA-508 Cl.2 및 Cl.3 강재에 대한 파괴인성 산출방법으로 식 (3.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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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II-9 압력-온도 제한곡선 작성 절차

같은 식을 제시하고 있다.

 exp (3.1)

여기서, T와 RTNDT는 각각 평가지점의 온도(℉)와 무연성천이온도를 나타

낸다. 그림 A1.II-10은 (T - RTNDT)의 변화에 따른 KIa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그림 A1.II-10 (T - RTNDT)에 따른 기준 파괴인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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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균열의 형태는 균열깊이가 단면두께의 1/4이고, 균열길이는 균열깊이

의 6배인 반타원 표면균열이다.

(2) 정상 및 과도상태(Level A and B conditions)

ASME Code Sec. XI, App. G에서는 노심영역에서의 압력에 의한 응력확

대계수(KIm)의 산출방법으로 식 (3.2)을 제시하고 있다.

 × 
  (3.2)

내부 표면균열일 때, Mm 값은 식 (3.3)이고, 외부 표면균열일 때, Mm 값은

식 (3.4)과 같다.

  for  

  for ≤≤ 

  for  

(3.3)

  for  

  for ≤≤ 

  for  

(3.4)

한편 ASME Code Sec. XI, App. G에는 KIt 최대값을 계산을 위해 식 (3.5)

과 식 (3.6)을 제시하고 있다.

  ××× (3.5)

  ××× (3.6)

또한, ASME Code Sec. XI, App. G에서는 임의의 열응력에 기인하는 응

력확대계수(KIt)의 산출방법으로 식 (3.7)과 식 (3.8)을 제시하고 있다.

    (3.7)

   (3.8)

여기서, C0, C1, C2, C3은 벽두께에 따른 원주방향 응력분포에서 식 (3.9)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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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ASME Code Sec. XI, App. G에서는 압력에 의한 응력확대계수의 2배에

가열/냉각 시 열응력에 기인한 응력확대계수의 합이 기준 응력확대계수

보다 작은 값을 갖도록 식 (3.10)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3.10)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압력(P)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 가열조건

가열 시에는 균열의 위치가 원자로 내부와 외부에 있을 때의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한다. 각 경우에 1/4t, 3/4t 위치에 대하여 상기 제시한 방법

을 통해 KIt를 결정하고, 식 (3.11)과 (3.12)의 식을 이용해 응력확대계수에

대응하는 압력을 계산한다. 식 (3.11)의 경우 내부에 균열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식으로써 가열조건에서는 내벽에서 압축응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내압에 의해 생성된 인장응력을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수식에서 열응력에

의한 응력확대계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압력-온도 제한곡선을 작성할

때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한 후 그 중 낮은 압력을 기준으로 동일온도에서

비교하여 낮은 값을 허용압력으로 결정한다.

 

 

  (3.11)

 

 

  (3.12)

(b) 냉각조건

냉각 시에는 원자로용기 내벽에서 인장응력이 발생하므로, 1/4t 위치에

대하여 식 (3.12)을 기준으로 상기의 절차에 따라 온도에 대한 함수로써

압력을 산출하여 동일온도에 대한 정상상태 압력과 비교하여 낮은 값을



- 200 -

허용압력으로 결정하고 이를 압력-온도 제한곡선에 사용한다.

(3) 비상 및 사고상태(Level C and D conditions)

Level C/D 운전상태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하중, 결함 크기 및 재료 특

성의 조합은 다수의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규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개별적인 기준으로 연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

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하중, 결함 크기 및 재료 인성을 고려하여

ASME Code Sec. XI Appendix G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4) 수압시험 조건(hydrostatic test condition)

원자로용기 내에서 연료가 장전되어 운전이 수행되기 이전에 정수압 시

험이 수행되는 계통에 대해서는 정수압 시험온도가 RTNDT + 60℉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60℉ 여유도는 시험 압력에서 비연성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려되었다. 한편, 압력용기 내에서 운전이 수행된 이후

에 정수압 시험이 수행되는 계통에 대해서는 최소 시험온도가 응력확대계

수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 응력확대계수는 아래와 같이 고려된다.

(a) 일차 막응력에 의한 KIm의 1.5배

(b) 일차 굽힘응력에 대한 KIb의 1.5배

(c) 일차 막응력에 의한 KIm

(d) 일차 굽힘응력에 대한 KIb

3) ASME Code Sec. III, App. G

ASME Code Sec. III, App. G에서는 Sec. XI과 동일한 개념과 절차로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법을 제시한다. 차이점은 노심영역(beltline)에서의

압력에 의한 응력확대계수(KIm)와 열응력에 기인하는 응력확대계수(KIt)를

식 (3.13)과 (3.14)에 따라 계산한다.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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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II-11 벽두께에 따른 막응력(Mm)과 굽힘응력(Mb) 수정계수

그림 A1.II-12 벽두께에 따른 열응력 수정계수(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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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

여기서, σm의 단위는 ksi이며, ΔTw는 벽 내면과 외면사이의 온도차이다.

또한, Mm과 Mt은 각각 막응력 수정계수(그림 A1.II-11 참조)와 열응력 수

정계수(그림 A1.II-12 참조)로서 ASME Code Sec. III, App. G에 제시되어

있다.

4) ASME Code Case N-588[18]과 640[19], 641[20]

1998년도 이후의 ASME Code Sec. XI, Code Case N-641(N-588 &

N-640을 통합)에서는 상기의 App. G에서 모든 경우에 축방향 균열을 가

정하던 것을 축방향의 용접부 없이 원주방향 용접부만 있는 원자로의 용

접부 평가 경우에는 원주방향 균열만을 가정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현

재 국내 원전 중 고리1호기를 포함한 일부 원전은 축방향의 용접부가 없

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원주방향 용접부에 대해서만 평가하여도

된다. 또한 ASME Code Case N-641에서는 기존의 App. G에서 파괴인성

의 기준치로 가정한 동적파괴인성 KIR 곡선도 정적파괴인성 KIc 곡선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는 원자로 운전에서 발생하는 가열/냉각과정이 근

본적으로 매우 정적이므로 실제와 유사한 조건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

다.

5) 10CFR50, App. G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압력-온도 제한곡선의 경우, 미연방규제법

10CFR50 App. G에 제시된 표 A1.II-9에 준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는 원자

로 재료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운전 조건에 따라 최소 온도 및 압

력온도 제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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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II-9 원자로용기에 대한 압력 및 온도 요구사항

Operating condition
Vessel

pressure

Requirements for
pressure-temperature

limits

Minimum
temperature
requirements

1. Hydrostatic pressure and leak tests (core is not critical):

1.a Fuel in the vessel ≤20% ASME Appendix G Limits (2)

1.b Fuel in the vessel >20% ASME Appendix G Limits (2) +90℉(6)

1.c No fuel in the vessel
(Preservice Hydrotest Only) ALL (Not Applicable) (3) +60℉

2. Normal operation (incl. heat-up and cool-down), including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2.a Core not critical ≤20% ASME Appendix G Limits (2)

2.b Core not critical >20% ASME Appendix G Limits (2) + 120℉

2.c Core critical ≤20%
ASME Appendix G Limits

+ 40℉

Larger of [(4)]

or [(2) + 40℉]

2.d Core critical >20%
ASME Appendix G Limits

+ 40℉

Larger of [(4)]

or [(2)+160℉]

2.e Core critical for BWR ≤20%
ASME Appendix G Limits

+ 40℉
(2)+60℉

(1) Percent of the preservice system hydrostatic test pressure.

(2) The highest reference temperature of the material in the closure

flange region that is highly stressed by the bolt preload.

(3) The highest reference temperature of the vessel.

(4) The minimum permissible temperature for the inservice system

hydrostatic pressure test.

(5) For boiling water reactors (BWR) with water level within the normal

range for power operation.

(6) Lower temperatures are permissible if they can be justified by

showing that the margins of safety of the controlling region are

equivalent to those required for the beltline when it is contro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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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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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흡수에너지

최대흡수에너지 평가는 원자로에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연성파괴를 방지

하기 위한 재료의 파괴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최대흡수에너지가 68 Joule 이하로 확인되어, 상세평가 요건에 따라 i) 노심

대에 대한 100% 체적검사, ii) 파괴인성시험 및 iii) 파괴역학해석이 수행되었

다. 상세평가 요건에 따른 평가결과, i) 노심대 균열 없음, ii) 파괴인성 데이

터 확보 및 iii) Reg. Guide 1.161에 따른 파괴역학해석 수행 결과를 검토하

여 계속운전 종료시점까지 원자로용기가 건전함을 확인하였다.

2.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평가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평가는 가압열충격 사건 발생시에도 원자로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가압열충격 기준온도가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계속운전 종료시점 이전에

허용온도인 14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밀한 파괴시험결과를 이용한

ASME Code Case N-629의 Master Curve 방법에 따라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를 평가한 결과, 고리1호기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는 계속운전 종료시점에서

127℃로 평가되어 허용기준(149℃ 이하)을 만족하였다.

그림 A1.III-1 최대흡수에너지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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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III-2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평가결과

3. 압력-온도 제한곡선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는 원자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압력 및 운

전온도를 안전운전영역 내로 유지하기 위해 수행된다.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의 노심대에는 축방향 용접부가 존재하지 않으나, 과거

에는 축방향 용접부를 가정하여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압력-온도 운전영역이 좁았다. 계속운전 심사과정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08호에 따라 ASME Code Case N-641을 적용하여 압력-온도 제한곡

선의 안전운전영역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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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III-3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결과

결론적으로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 건전성평가 확인을 위해 최대흡수에너

지, 가압열충격 기준온도, 압력-온도 제한곡선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원자로용

기가 건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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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내 원전 비상디젤발전기 특별점검 결과

○ 목적

- 소내 외 정전사고에 대비하고 전력계통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를 위해 전 원전 비상디젤발전기 성능 적합성을 점검한다.

○ 점검내용

- 비상디젤발전기 성능 확인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디젤발전기 정상기동 후 제한시간 이내 정격전압 및 주파수 도달 여

부

▪디젤발전기 출력운전 중 전력계통에 연결하여 정격출력으로 요구시

간 동안 운전 여부

○ 점검 방법

- 각 발전소별 운영기술지침서 및 시험절차서에 따른 디젤발전기 기동

- 상디젤발전기 시험 수행 전의 현재 상태(As-Is)에서 시험 수행

○ 점검 결과

- 비상디젤발전기 정기시험(1개월 주기 등) 결과, 전 원전 비상디젤발전기

는 절차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능시험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신호에 의해 기동용공기계통 솔레노이드 밸브가

적합하게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 단, 영광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A'는 3월28일에 엔진 냉각수 저압력(엔

진 냉각수 저압력 트립 스위치 오동작)으로 인해 기동후 엔진이 자동

정지되었으나, 엔진 냉각수 저압력 트립 스위치 교체 및 정비후 시험을

실시하여 재기동에 성공하였다.

※ 엔진 냉각수 저압력 정지신호는 비상디젤발전기 비필수 정지신호

에 해당되므로 무효시험 실패에 해당(Reg. Guide 1.9, 2.1절 참조)

- 각 원전의 비상디젤발전기 특별점검 결과는 다음 페이지의 표 A2-1에

서 A2-4까지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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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호기 점검일시 점검내용 허용기준 점검 결과

1 고 리 # 2
EDG A

4/05
10:08~12:10

EDG 저속기동에 의한 전
압, 주파수 유지상태 및 정
격연속운전

- 전압 : 6,210~7,590V
- 주파수 : 58.8~61.2Hz
- 정격부하 : 3,960~4,400kW
- 운전시간 :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227.1m3 이상
-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

12.6kg/cm2 이상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97.8℃ 미만)
-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 (38℃ 이상)

- 전압 : 6,9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
운전 상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공기저장조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2
고 리 # 2
EDG B

4/18
10:05~12:10

- 전압 : 6,95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
운전 상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공기저장조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3 고 리 # 3
EDG A

3/21
10:11~12:15

EDG 수동기동 신호에 의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간
- EDG 정격연속운전

- 도달시간 : 35초 이내
- 전압 : 3,744~4,576V
- 주파수 : 58.8~61.2Hz
- 정격부하 : 6,300~7,000kW
- 운전시간 :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227.1m3 이상
- 윤활유 재고량: 374gal 이상
-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 210psig

이상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64.1 ~ 87.7

℃)

- 전압 도달시간 : 30.26초
- 전압 : 4,280V
- 주파수 도달시간 : 29.8초
- 주파수 : 59.9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
운전 상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공기저장조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표 A2-1. 고리 원전 디젤발전기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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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호기 점검일시 점검내용 허용기준 점검 결과

-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60.0 ~ 87.7
℃) 허용기준을 만족함.

4 고 리 # 3
EDG B

3/26
10:13~12:20

EDG 수동기동 신호에 의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간
- EDG 정격연속운전

도달시간 : 35초 이내
- 전압 : 3,744~4,576V
- 주파수 : 58.8~61.2Hz
- 정격부하 : 6,300~7,000kW
- 운전시간 :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227.1m

3
이상

- 윤활유 재고량: 374gal 이상
-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 210psig

이상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64.1 ~ 87.7

℃)
-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60.0 ~ 87.7

℃)

- 전압 도달시간 : 30.36초
- 전압 : 4,160V
- 주파수 도달시간 : 29.75초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
운전 상태 적합함

- 연료 및 윤활유 재고량,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5 고 리 # 4
EDG A

3/27
10:14~12:16

EDG 수동기동 신호에 의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간
- EDG 정격연속운전

- 도달시간 : 35초 이내
- 전압 : 3,744~4,576V
- 주파수 : 58.8~61.2Hz
- 정격부하 : 6,300~7,000kW
- 운전시간 :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227.1m3 이상
- 윤활유 재고량: 374gal 이상
-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 210psig

이상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64.1 ~ 87.7

℃)
-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60.0 ~ 87.7

℃)

- 전압 도달시간 : 31.15초
- 전압 : 4,150V
- 주파수 도달시간 : 29.37초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
운전 상태 적합함

- 연료 및 윤활유 재고량,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6
고 리 # 4
EDG B

3/22
10:09~12:17

EDG 수동기동 신호에 의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간
- EDG 정격연속운전

- 도달시간 : 35초 이내
- 전압 : 3,744~4,576V
- 주파수 : 58.8~61.2Hz
- 정격부하 : 6,300~7,000kW

- 전압 도달시간 : 31.13초
- 전압 : 4,160V
- 주파수 도달시간 : 31.66초
- 주파수 :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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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호기 점검일시 점검내용 허용기준 점검 결과

- 운전시간 :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227.1m3 이상
- 윤활유 재고량: 374gal 이상
-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 210psig

이상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64.1 ~ 87.7

℃)
-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60.0 ~ 87.7

℃)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
운전 상태 적합함

- 연료 및 윤활유 재고량,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7
신 고 리
#1 EDG
A

3/28
10:12~12:18

EDG 저속기동에 의한 전
압, 주파수 유지상태 및 정
격운전

- 전압 : 3,744~4,576V
- 주파수 : 58.8~61.2Hz
- 정격부하 : 5,400~6,000kW
- 운전시간 :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66,528 gal 이상
- 윤활유 재고량: 466gal 이상
-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 493psig

이상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75 ~ 85

℃)
- 엔진입구 윤활유 입구온도(50 ~ 60

℃)

- 전압 : 4,4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적합함

- 연료 및 윤활유 재고량,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8
신고리#
1 EDG
B

3/23
10:15~12:18

EDG 자동(고속)기동 신호에
의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간
- EDG 정격운전

- 도달시간 : 10초 이내
- 전압 : 3,744~4,576V
- 주파수 : 58.8~61.2Hz
- 연료 재고량: 66,528 gal 이상
- 윤활유 재고량: 466gal 이상
-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 493psig

이상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75 ~ 85

℃)
- 엔진입구 윤활유 입구온도(50

o
C ~

60 ℃)

- 전압 도달시간 : 7.08초
- 전압 : 4,400V
- 주파수 도달시간 : 7.68초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
운전 상태 적합함

- 연료 및 윤활유 재고량,
기동용공기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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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리2발
A A C
DG

3/23
14:18~16:46

AAC 수동기동 신호에 의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간
- AAC 정격운전

- 도달시간 : 60초 이내
- 전압 : 3,744~4,576V
- 주파수 : 58.8~61.2Hz
- 정격부하 : 4,950~5,500kW
- 운전시간 :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유위 44.1 % 이상)
- 연료유이송펌프 자동 기동 (유위

61%)

- 전압 도달시간 : 47.23초
- 전압 : 4,160V
- 주파수 도달시간 : 48.12초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
운전 상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허용기준 및
연료유이송펌프 자동기동
요건을 만족함

10
신고리1
발 AAC
DG

3/27
14:04~16:03

AAC 기동 후 전압, 주파수
유지상태 및 정격운전

- 전압 : 3,744~4,576V
- 주파수 : 58.8~61.2Hz
- 정격부하 : 5,400~6,000kW
- 운전시간 :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유위 73.8 % 이상)
- 연료유이송펌프 자동 기동 (유위

63.3%)

- 전압 : 4,172V
- 주파수 : 59.99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
운전 상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허용기준 및
연료유이송펌프 자동기동
요건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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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광 # 1
EDG A

3/22
10:06~11:40

비상디젤발전기(EDG) 월

간시험 절차서(정기-발-27)

에 따라 디젤발전기의 전

기적 및 기계적 성능 확인

- 도달시간: 35초 이내
- 정격전압: 3,744～4,576V
- 주파수: 58.8～61.2Hz
- 정격출력: 6,300~7,000㎾
- 운전시간: 60분 이상
- 연료 재고량: 90,000gal 이상
- 윤활유 재고량: 374gal 이상
-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 210

psig 이상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71.1~87.7℃
-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

71.1~87.7℃

- 도달시간 31.31초
- 전압 : 4,1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운전 61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2
영 광 # 1
EDG B

3/22
13:11~14:43

- 도달시간 29.85초
- 전압 : 4,1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운전 61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3 영 광 # 2
EDG A

3/28
17:30~21:03

- 도달시간 31.7초
- 전압 : 4,160V
- 주파수 : 60.05Hz
- 정격부하운전 62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4 영 광 # 2 3/21 - 도달시간 30.5초

표 A2-2. 영광 원전 디젤발전기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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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 B 15:28~17:02

- 전압 : 4,15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운전 61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5 영 광 # 3
EDG A

3/21
13:30~15:01

비상디젤발전기(EDG) 월

간시험 절차서(정기

-3591A)에 따라 디젤발전

기의 전기적 및 기계적 성

능 확인

- 도달시간: 140초 이내
- 정격전압: 3,744～4,576V
- 주파수: 58.8～61.2Hz
- 정격출력: 5,850~6,500㎾
- 운전시간: 60분 이상
- 연료 재고량: 91,360gal 이상
- 윤활유 재고량: 577gal 이상
-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 32

bar 이상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

83℃ 미만
- 엔진구동 윤활유펌프 출구
윤활유 온도: 90℃ 미만

- 도달시간 107.7초
- 정격부하운전 61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 및
엔진구동 윤활유펌프 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6 영 광 # 3
EDG B

3/23
10:16~11:48

- 도달시간 110.3초
- 정격부하운전 61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 및
엔진구동 윤활유펌프 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7
영 광 # 4
EDG A

3/27
10:35~12:02

- 도달시간 114.5초
- 정격부하운전 61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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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구동 윤활유펌프 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8
영 광 # 4
EDG B

3/29
13:49~15:15

- 도달시간 109.9초
- 정격부하운전 62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 및
엔진구동 윤활유펌프 출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9
영 광 # 5
EDG A

3/29
10:11~11:46

비상디젤발전기(EDG) 월

간시험 절차서(정기

-3591A)에 따라 디젤발전

기의 전기적 및 기계적 성

능 확인

- 도달시간: 40초 이내
- 정격전압: 3,744～4,576V
- 주파수: 58.8～61.2Hz
- 정격출력: 6,480~7,200㎾
- 운전시간: 60분 이상
- 연료 재고량: 93,791gal 이상
- 윤활유 재고량: 476gal 이상
-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

493psig 이상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

75~85℃
-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

48.8~59.8℃

- 도달시간 30.9초
- 정격부하운전 65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10 영 광 # 5
EDG B

3/21
10:13~11:39

- 도달시간 28.5초
- 정격부하운전 61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11
영 광 # 6
EDG A

3/28
10:00~11:40

- 도달시간 27.0초
- 정격부하운전 63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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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12 영 광 # 6
EDG B

3/22
15:20~16:57

- 도달시간 28.9초
- 정격부하운전 63분
- 연료 재고량, 윤활유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고온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13 영광 1 발
AAC DG

3/27
13:38~15:05

대체교류전원(AAC) 디젤

발전기 주기시험 절차서

(주기-발-67)에 따라 디젤

발전기의 전기적 및 기계

적 성능 확인

- 도달시간: 60초 이내
- 정격전압: 3,744～4,576V
- 주파수: 58.8～61.2Hz
- 정격출력: 4,950~5,500㎾
- 운전시간: 60분 이상
- 연료 재고량: 44.1% 이상
-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 26
 이상

- 연료유이송펌프 자동기동
(2대중 1대 기동, 1대 대기)

- 도달시간 47.0초
- 정격부하운전 63분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연료유이송펌프 자동기동 요건을
만족함.

14 영광 2 발
AAC DG

3/23
14:53~16:17

대체교류전원(AAC) 디젤

발전기 주기시험 절차서

(주기-3593A)에 따라 디젤

발전기의 전기적 및 기계

적 성능 확인

- 정격전압: 3,744～4,576V
- 주파수: 58.8～61.2Hz
- 정격출력: 5,850~6,500㎾
- 운전시간: 60분 이상
- 연료 재고량: 91,360gal 이상
- 연료유이송펌프 자동기동

(2대중 1대 기동, 1대 대기)

- 전압 4,200V
- 주파수 60.0Hz
- 정격부하운전 61분
- 연료 재고량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연료유이송펌프 자동기동 요건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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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 진 # 1
EDG A

4/21
17:07~18:57

EDG 자동(고속)기동 신호
에 의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

간
- EDG 정격운전

- 도달시간: 10초 이내
- 전압: 6,530∼6,800V
- 주파수: 59.4∼61.8㎐
- 정격부하: 4,050∼4,500kW
- 운전시간: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200 m3 이상
-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

35~40 bar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50~90 ℃
-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

75±5.5 ℃

- 전압 도달시간 : 7.0초
- 전압 : 6,6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2 울 진 # 1
EDG B

4/21
14:52~17:05

- 전압 도달시간 : 7.22초
- 전압 : 6,6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3 울 진 # 2
EDG A

3/23
09:33~12:04

- 전압 도달시간 : 8.23초
- 전압 : 6,6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4 울 진 # 2
EDG B

3/26
13:22~15:05

- 전압 도달시간 : 8.66초
- 전압 : 6,6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표 A2-3. 울진 원전 디젤발전기 특별점검 결과



- 221 -

번호 호기 점검일시 점검내용 허용기준 점검 결과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5 울 진 # 3
EDG A

3/21
10:02~11:31

EDG 자동(저속)기동 신호
에 의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

간
- EDG 정격운전

- 도달시간: 40초 이내
- 전압: 3,744∼4,576V
- 주파수: 58.8∼61.2㎐
- 정격부하: 6,300∼7,000kW
- 운전시간: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73,220 gal 이상
-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

36~40 bar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74.5~85.5 ℃
-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

47.5~58.5 ℃

- 전압 도달시간 : 29초
- 전압 : 4,4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 전압 도달시간 : 27초
- 전압 : 4,4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6
울 진 # 3
EDG B

3/22
10:04~11:39

4/10
10:11~11:45

울 진 # 4
EDG A7 - 전압 도달시간 : 26.9초

- 전압 : 4,4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4/10
14:06~15:38

울 진 # 4
EDG B8

- 전압 도달시간 : 29.3초
- 전압 : 4,400V
- 주파수 :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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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9 울 진 # 5
EDG A

3/22
13:58~15:36

EDG 자동(저속)기동 신호
에 의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

간
- EDG 정격운전

- 전압: 3.744∼4,576V
- 주파수: 58.8∼61.2㎐
- 유효출력: 5,850∼6,500kW
- 운전시간: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81,444 gal 이상
-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

34.7 kg/cm
2
이상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74.5~85.5 ℃

-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
49.5~60.5 ℃

- 전압 : 4,4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10 울 진 # 5
EDG B

3/27
09:50~11:30

- 전압 : 4,4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 전압 : 4,4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11 울 진 # 6
EDG A

3/26
16:35~18:10

3/21
13:59~15:42

울 진 # 6
EDG B

12
- 전압 : 4,40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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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재고량 및 기동용 공기 저장조
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 엔진출구 냉각수 온도 및 엔진입구
윤활유 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13
울진 1 발
A A C
DG

3/28
11:12~15:16

AAC 수동기동 신호에 의
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

간
- AAC 정격운전

- 기동시간: 60초 이내
- 전압: 6,530∼6,800V
- 주파수: 59.4∼61.8㎐
- 유효출력: 4,950∼5,500kW
- 운전시간: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8.7 m3 이상

- 전압 도달시간 : 43초
- 전압 : 4,160V
- 주파수 도달시간 : 46초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14 울진2,3발
AAC DG

3/27
13:53~15:35

AAC 수동기동 신호에 의
한

- 전압형성 및 도달시간
- 주파수형성 및 도달시

간
- AAC 정격운전

- 기동시간: 60초 이내
- 전압: 3,744∼4,576V
- 주파수: 58.8∼61.2㎐
- 유효출력: 6,300∼7,000kW
- 운전시간: 1시간 이상
- 연료 재고량: 69,764 gal 이상

- 전압 도달시간 : 30초
- 전압 : 4,160V
- 주파수 : 60Hz
- 정격부하로 1시간이상 연속운전 상
태 적합함

- 연료 재고량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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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성#1
SDG 1
(시험주기
: 2주)

03.27
14:20~16:28

SDG 저속기동에 의한
전압, 주파수 유지상태 및
2시간 연속운전

- 전압 : 4160±416V
- 주파수 : 58.8~61.2Hz
- 부하 : 역류계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부하로 운전(2.0MW
정도)

- 운전시간 : 2시간 이상
- 연료저장탱크유위 : 2.4m 이상
- 윤활유유위 : MIN~MAX
- 기동용공기저장탱크 압력 :

350~425 psig
- 냉각수온도(엔진출구) :

65〈T〈87℃
- 윤활유온도 : 38〈T〈78℃

- 전압 : 4250V
- 주파수 : 60Hz
- 2.1~2.2MW 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연료저장탱크유위, 윤활유유위,
기동용공기저장탱크압력,
냉각수온도, 윤활유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2

월성#1
SDG 2
(시험주기
: 2주)

03.26
10:15~12:25

- 전압 : 4200V
- 주파수 : 60Hz
- 2.2MW 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연료저장탱크유위, 윤활유유위,
기동용공기저장탱크압력,
냉각수온도, 윤활유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3

월성#2
SDG 1
(시험주기
: 2주)

03.27
10:11~12:30

SDG 고속기동에 의한
전압, 주파수 유지상태 및
2시간 연속운전

- 30초 이내 기동
- 전압 : 4160±416V
- 주파수 : 58.8~61.2Hz
- 부하 : 역류계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부하로 운전(2.0MW
정도)

- 운전시간 : 2시간 이상
- 연료저장탱크유위 : 2.9m 이상
- 윤활유유위 : 0.5m 이상
- 기동용공기저장탱크 압력

:32bar 초과
- 냉각수온도(엔진출구) :

82℃이하
- 윤활유온도 : 40〈T〈63℃

- 정격전압/주파수도달:12초
- 전압 : 4160V
- 주파수 : 60Hz
- 2MW 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연료저장탱크유위, 윤활유유위,
기동용공기저장탱크압력,
냉각수온도, 윤활유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4

월성#2
SDG 2
(시험주기
: 2주)

03.21
10:06~12:21

- 정격전압/주파수도달:12초
- 전압 : 4150V
- 주파수 : 60Hz
- 2MW 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연료저장탱크유위, 윤활유유위,
기동용공기저장탱크압력,

표 A2-4. 월성 원전 디젤발전기 특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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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온도, 윤활유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5

월성#3
SDG 1
(시험주기
: OH)

03.25 19:27
~03.26 20:10

- SDG 고속기동에 의한
전압, 주파수 유지상태

- 105~110%(7,150kW):
2시간,
90~100%(6,500kW):
22시간 운전 확인

- 전부하 차단시험시 3초
이내에 안정

- 각종 운전변수 확인

- 30초내에 정격속도,
정격전압, 정격주파수
도달해야 함.

- 105~110%(7,150kW) 2시간,
90~100%(6,500kW) 22시간
운전 가능

- 전부하 차단시험시 3초
이내에 정격전압 주파수
도달

- 연료저장탱크유위 : 1.8m 이상
- 윤활유유위 : 65%~80%
- 냉각수온도(엔진출구) :

50〈T〈95℃
- 윤활유온도 : 40〈T〈63℃

- 정격전압/주파수도달:8.4초
- 전압 : 4160±416V
- 주파수 : 58.8~61.2Hz
- 24시간 운전 확인
- 전부하 차단시 3초 이내에 안정.
정상 확인

- 연료저장탱크유위, 윤활유유위,
냉각수온도, 윤활유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6

월성#3
SDG 2
(시험주기
: 2주)

03.21
00:34~02:56

SDG 저속기동에 의한
전압, 주파수 유지상태 및
2시간 연속운전

- 전압 : 4160±416V
- 주파수 : 58.8~61.2Hz
- 부하 : 역류계전기가
작동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부하로 운전

- 운전시간 : 2시간 이상
- 일일탱크 및 연료저장탱크의
연료 위치 확인

- 연료이송펌프 운전 가능성
- 시험후 연료량 확인
- 연료저장탱크유위 : 3.0m 이상
- 윤활유유위 : 65%~80%
- 기동용공기저장탱크 압력 :

32〈P〈40 bar
- 냉각수온도(엔진출구) :

50〈T〈95℃
- 윤활유온도 : 40〈T〈63℃

- 전압 : 4220V
- 주파수 : 60Hz
- 3.4~3.7MW 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연료저장탱크유위, 윤활유유위,
기동용공기저장탱크압력,
냉각수온도, 윤활유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7

월성#4
SDG 1
(시험주기
: 2주)

03.28
14:18~16:38

- 전압 : 4190V
- 주파수 : 60Hz
- 3.18~3.23MW 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연료저장탱크유위, 윤활유유위,
기동용공기저장탱크압력,
냉각수온도, 윤활유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8 월성#4 03.21 - 전압 : 424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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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2
(시험주기
: 2주)

14:06~16:24

- 주파수 : 60Hz
- 3.48~3.65MW 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연료저장탱크유위, 윤활유유위,
기동용공기저장탱크압력,
냉각수온도, 윤활유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9

월성1발
EPS 1
(시험주기
: 2주)

03.22
10:05~12:09

EPS 수동기동에 의한
전압, 주파수 유지상태 및
2시간 연속운전

- 최소한 2주에 한번씩 2시간
동안 부하시험

- 냉각수온도 : 96℃ 이하
- 윤활유온도 : 120℃ 이하

- 전압 : 4150V
- 주파수 : 60Hz
- 450kW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냉각수온도 및 윤활유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10

월성1발
EPS 2
(시험주기
: 2주)

03.26
14:00~16:13

- 전압 : 4150V
- 주파수 : 60Hz
- 450kW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냉각수온도 및 윤활유온도가
허용기준을 만족함

11

월성2발
EPS 1
(시험주기
: 2주)

03.28
10:13~12:34

EPS 수동기동에 의한
전압, 주파수 유지상태 및
2시간 연속운전

- 최소한 2주에 한번씩 2시간
동안 부하시험

- 냉각수온도 : 100℃ 이하
- 윤활유압력 : 40〈P〈87

Psig

- 전압 : 4160V
- 주파수 : 60Hz
- 140~150kW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냉각수온도 및 윤활유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12

월성2발
EPS 2
(시험주기
: 2주)

03.22
14:15~16:30

- 전압 : 4150V
- 주파수 : 60Hz
- 450kW부하로 2시간이상 연속운전
상태 양호

- 냉각수온도 및 윤활유압력이
허용기준을 만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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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주요 약어 요약

▪ EDG(Emergency Diesel Generator) : 비상디젤발전기

▪ KINS(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국제원자력기구

▪ AAC DG(Alternate Alternating Current Diesel Generator) : 대체교류 디젤발전기

▪ SBO(Station Blackout) : 교류전원 완전상실

▪ SOV(Solenoid Valve) : 솔레노이드 밸브

▪ OCC(Outage Control Center) : 공정운영센터

▪ PORV(Power Operated Relief Valve) : 주증기 압력방출밸브

▪ MOV(Motor Operated Valve) : 전동기 구동밸브

▪ LOV(Loss of Voltage) : 소외전원상실

▪ UAT(Unit Auxiliary Transformer) : 소내보조변압기

▪ SAT(Standby Auxiliary Transformer) : 대기보조변압기

▪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 미국기계학회

▪ 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 전력산업기술기준

▪ CAP(Corrective Action Program) : 운영개선프로그램

▪ LCO(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 운전제한조건

▪ LOCA(Loss-of-Coolant Accident) : 냉각재 상실사고

▪ SI(Safety Injection) : 안전주입

▪ DBA(Design Basis Accident) : 설계기준사고

▪ USE(Upper Shelf Energy) : 최대흡수에너지

▪ PTS(Pressurized Thermal Shock) : 가압열충격

▪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 미국연방규제법

▪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 SSC(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 기기, 구조물 및 계통

▪ AMP(Aging Management Program) : 경년열화관리계획

▪ FSAR(Final Safety Analysis Report)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 SGMP(Steam Generator Management Program) : 증기발생기 관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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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SAR(Foreign Object Search And Retrieval) : 원격 육안검사

▪ TLAA(Time-Limited Aging Analysis) :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

▪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방사선감시계통

▪ ASNT(Americ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 비파괴검사학회

▪ BOP(Balance of Plant) : 보조계통

▪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 미국재료시험협회

▪ SPV(Single Point Vulnerability) : 발전정지 유발기기

▪ PNSC(Plant Nuclear Safety Committee) : 원자력안전위원회

▪ PAR(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

▪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물질

▪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 캐나다원자력공사

▪ UPS(Uninterruptable Power Supply) : 무정전 전원장치

▪ NSIC(Nuclear Safety Information Center)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 RCP(Reactor Coolant Pump) : 원자로냉각재펌프

▪ NEI(Nuclear Energy Institute) : 미국원자력에너지협회

▪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미국국립표준협회

▪ ANS(American Nuclear Society) : 미국원자력학회

▪ HPES(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 : 인적행위개선관리

▪ WANO(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 세계원전사업자협회

▪ CVCS(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 MTR(Main Transformer) : 주변압기

▪ T/S(Technical Specification) : 운영기술지침서

▪ RCS(Reactor Coolant System) : 원자로냉각재계통

▪ ECCS(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 비상노심냉각계통

▪ LBB(Leak Before Break) : 파단전 누설

▪ WOG(Westinghouse Owners Group) : 웨스팅하우스 소유자그룹

▪ ESF(Engineered Safety Feature) : 공학적안전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