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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의 평가범위





최신기술기준

• 법령에 의한 요건

– PSR(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정하는 해당시점
에서 유효한 기술기준

–계속운전 PSR에서 정하는 국내외 최신 연구개
발 및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

–계속운전 PSR에서 정하는 최신기술기준
• PSR ; 가동 중 10년 단위로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

가함

• 계속운전 PSR ; 수명말기에 수명연장을 위하여 수
명연장 기간을 포함한 안전성을 평가함



기술기준의 적용

• Code Cut-off Date(기술기준 적용일)

–기술기준 적용 일을 정의
•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

• 계약적으로 정하여 전체 발전소에 적용계약적으로 정하여 전체 발전소에 적용

–적용 기술기준을 정의
• 해당 기기, 계통, 구조물의 설계에서 정의

• 인허가 기반이 되는 기술기준들을 적용

• 중수로 계속운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 정의



기술기준일의 적용 - 합치화

초기설계 수명종료 계속운전 종료초기설계
ASME Code
1977년판

수명종료
2007년판

계속운전 종료
2020년

계속운전을 위해서는2007년판
과 1977년판의 차이점을 분석하
여 설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안전성 개선필요

합치화(Compliance) 평가



최신기술기준

고시(2014-31)에서 정하는 계속운전 기술기준의 적용

제4조(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계속운전 평가에 적
용되는 기술기준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사항

가 경년열화 관리대상 선정 평가가. 경년열화 관리대상 선정 평가

나.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

다.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

라. 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

2.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설계는 최신기술기준 또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
한 평가에서 제외시킴.



최신기술기준

고시(2014-31)에서 정하는 계속운전 기술기준의 적용

세 부 사 항 참조 규정 및 기술기준

1. 시간제한 경년열화 평가의 확인
- CNSC Reg. Guide G-360 

및 10 CFR 54.21

2 원자로집합체 및 핵연료채널 수명평가 - 10 CFR 54 21

CNSC G-360은
없어진 코드임.

핵연 채널의2. 원자로집합체 및 핵연료채널 수명평가 10 CFR 54.21 

3. 금속 피로 평가 - 10 CFR 54.21

4. 기기의 내환경검증 - 10 CFR 50.49

5. 콘크리트 격납건물 텐돈 프리 스트레스 평가 - 10 CFR 54.21

6. 관통부 피로 평가 - 10 CFR 54.21

7. 기타 원자로별 시간제한 경년열화 평가 - 10 CFR 54.21

핵연료채널의
수명평가에 미
국기준인
10CFR54.21
적용 불가



PSR에서 기술기준일의 적용

PSR의 4.2 가압기의 경우
기술기준 적용일을
2007.12.31로 정하고

검토한 기술기준일은 초기설
계에 적용된 기술기준일로 적
용용

가압기에 적용된 ASME Code의 경우 1974, 
1977년 개정판을 적용한 현 설계에 대해
2007년 개정판을 적용 시 차이점을 검토하여
Upgrade 해야 함.



PSR 평가에서
원자로 집합체에서
교체품과 기존품의
적용코드기준이 서
로 다름.



W-1 계속운전에
서 R-7, R-8, R-9
이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명시. 그러나 선
택적으로 적용한
기준에 대한 명기준에 대한 명
확한 근거가 없
음. 

임의 취사선택?



R-7

• 사용후연료 이송계통

–격납용기 수문의 설치

– Point Lepreau 원전에서 예외시킴

사용후연료 방출구를 통한 압력의 전달에 대–사용후연료 방출구를 통한 압력의 전달에 대
한 명확한 물리적 해석결과를 토대로 격납용
기의 압력경계 평가필요



R-7

• 격납용기 관통배관의 이중화 격리밸브

–월성1 대비 월성 2호기에 R-7 적용하여 설치

–관련 ASME Code 등급변경 필요

이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이에 따른 설계변경 필요

–설계, 해석, 밸브설치 등

–월성2호기에 적용된 R-7의 결과들에 대해
KINS에서 정반대 해석

–주증기관격리밸브
• PL에서 적용예외시킴





PSR에서 검토한 R-7

PSR의 안전해석
에서 검토한 내
용으로 일부만
검토



결 론

• 기술기준의 적용 기준일이 기기별로 일치하지 않고 초기
적용 기술기준과의 차이점이 분석되지 않아 발전소가 계
속운전을 위해 설계적으로 Upgrade 되지 않음

• R-7의 경우 극히 일부만 PSR에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됨

• KINS는 R-7을 적용한 격납용기 관통배관들에 대해 전부
폐쇄계통으로 분류하여 추가적인 밸브설치 등 설계변경폐쇄계통으로 분류하여 추가적인 밸브설치 등 설계변경
불필요 판단
– 그러나 R-7을 적용한 월성 2,3,4 그리고 최근 계속운전 중인 포

인트르프로 발전소는 모두 이중 격리밸브 설치함.

•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은 초기설계 대비 안전성향상을 위
해 강화추세인 최신기술기준의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토
대구축이 제대로 안되어 최신 안전기술 기준의 반영이
미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