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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미국에서 운전중에 있는104기

의 원자력발전소 중 47기가 운전

개시 후 30년이 지났다(2007년 5

월 말 현재). 미국에서는 원자력발

전소의 운전 인가 기간을 당초 40

년으로 하고, 그 후 최장 20년의

인가 갱신을 가능케 하여 지금까

지 48기가 갱신 인가를 받았다.

일본에서는 합계 55기의 원자

력발전소 중 12기가 운전 개시 이

후 30년이 지났다(2007년 5월 말

현재). 일본에서는 운전 개시 이후

30년이 경과될 때까지 60년간의

운전을 예상한 고경년화 평가를

하고, 그 후 10년마다 최신의 식견

등을 참고로 한 재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고경년화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하

여 미국의 운전 인가 갱신의 상황

과, 2005년 12월에 갱신이 인가된

Point Beach 발전소의 신청서 등

미국의 원자력발전소는 당초 인가된 운전 기간은 40년이었으나 지금까지 많은 발전소가 운전 인가 갱신

에 의해 운전 기간을 20년 연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발전소의 장기 운전을 가정한 고경년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력 회사는 고경년화 기술 평가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경년 열화(經年劣化) 대책 상황을 조사하여 미·일 양국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의 진행 방법, 배경, 노력(努力) 및 심사 기간 등에 다른 면이 있으나 미·일 모두 60년간의 장기 운전

을 예정한 기기 등의 건전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에서는 다름이 없다. 

또, 원자력안전시스템연구소(INSS : Institute of Nuclear Safety System)의 해외 부적절한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한 경향 분석을 하고, 운전 인가 갱신신청의 유무가 기기 등의 경년 열화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

분석 평가를 했다. 

그 결과 인가 갱신 미신청 Unit에 경과년수의 증가에 수반하여 경년 열화 과실 발생 건수가 증가되는 경

향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에 의해 미국의 인가 갱신 제도가 발전소의 고경년화 대응에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동등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고경년화 대책의 유효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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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하여 일본의 고경년화 대

책과 비교, 검토하 다. 

또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시스템

연구소(이하「INSS)라고 한다)에

서 입수한 부적합한 정보에 의거

하여, 미국의 발전소에서 경년 열

화에 관계되는 부적합한 경향 분

석을 하여 운전 인가 갱신 신청의

유무가 기기 등의 경년 열화에 미

치는 향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하 다.

고경년화에대한대응상황

1. 미국의 운전인가갱신상황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1991년에 운전 인가 갱

신에 대한 안전 요건을 정하여

Pilot Plant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규제(10CFR54)(1)

를 개정하는 동시에, 신청과 심사

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규

제 지침(Reg. Guide 1.188)(2),

표준 심사 계획(SRP-LR)(3), 경

년 열화 식견 보고서(GALL 보고

서)(4)를 발행하 다.

2000년 3월 Calvert Cliffs 1.

2 호기의 운전 인허가의 갱신이 인

가되었으며, 그 후 지금까지 48기

(PWR 32기, BWR 16기)가 인가

를 받았으며 10기가 신청이 끝났

다. 운전인가 갱신의 신청 및 인가

상황은 <표 1>과 같다.

2. Point Beach 발전소의 운전

인가갱신신청개요

운전 인가 갱신 심사에서는 발

전소의 안전 문제(10 CFR 54)와

환경 문제(10 CFR 51)가 병행되

어 진행된다. 

여기서는 안전 문제에 관한 심

사 사항에 주목하고 Westing-

house형 가압수형원자로(PWR)

가 근년(2005. 12)에 인가된

Point Beach 발전소 1,2호기의 운

전 인가 갱신 신청서(LRA)(5) 및

동 Unit에 대한 NRC의 안전 평가

보고서(SER)(6)의 개요를 소개

한다.

Point Beach 발전소는 1호기가

1970년 12월, 2호기가 1972년

10월에 업 운전을 개시하 으

며, 모두 전기 출력은 509MW의 2

루프(Loop)이다.

1호기는 간사이(關西)전력 미

하마발전소 2호기의 모델 플랜트

이다. 2000년 11월에는 계측 정도

(計測精度) 향상에 의해 1.4%의

출력 증강이 인가되었다.

가. 스코핑(Scoping)

아래에 해당하는 계통, 구축물,

기기(SSC)를 추출(抽出)한다.

① 안전계 SSC 10 CFR 54.4

(a)(1)(Criterion 1)

② 안전계 SSC 10 CFR 54.4

(a)(2)(Criterion 2)

고에너지 배관, 안전계에 접속

하는 배관, 손상된 경우 안전계에

향을 미치는 SSC 등

③ 기타 10 CFR 54.4 (a)(3)

(Criterion 3)

(a) 화재방호 (FP) 10 CFR

50.48

(b) 환경인정 (EQ) 10 CFR

50.49

(c) 가압열충격(DTS) 10 CFR

50.61

(d) 스크램(Scram) 실패사상

(ATWS) 10 CFR 50.62

(e) 소내 전원상실(SBO) 10

CFR 50.63

나. 스크리닝(Screening)

① 정적(靜的) 기기

원칙적으로 아래의 기기구조물

을 포함하다. 원자로용기, 원자력

냉각재 압력 바운더리(Boun-

dary), 증기발생기, 가압기, 파이

프, 펌프케이싱(Pumpcasing), 밸

브 함 , 노 심 슈 라 우 드 (Core

shroud), 기기지지 구조물, 압력

바운더리, 열교환기, 환기 닥트

(Duct), 격납 용기, 격납 용기 라

이너(Liner), 전기 및 기계 페네트

레이션(Penetration), 케이블과

코넥터(connector), 케이블 트레

이(Cable Tray), 캐비넷.

또, 원칙적으로 아래 항목은 포

함하지 않는다. 펌프(Casing 제

외), 밸브(밸브함 이외), 모터, 디

젤 발전기, 공기 압축기, 제어봉 구

동부, 배기 댐퍼(Damper), 압력

송신기, 압력 표시기, 수위 표시기,

개폐 장치, 냉각팬(Fan), 트랜지스

터(Transister), 리레이(Relay),

스윗치(Switch), 출력변환기, 회

로 기반, 충전기, 전원.

② 장기간 공용 기기

주기적인 교체를 하지 않는 기

●●● 해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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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대상으로 한다.

③ 예비 설비

안전계 설비의 예비품은 대상으

로 한다.

다. 종합 Plant 평가 결과(IPA)

① 경년 열화 관리 레뷰(AMR)

대상의 기기 구조물과 기기의 확

인

- 재료, 운전 환경의 정리와 열

화 메커니즘의 추출

- 운전경험을 반

- WestingHouse Owners

Group Report의 요구에 대

한 대응상황

② 관리가 필요한 경년 열화

향 확인

- GALL 보고서의 열화 관리

(劣化管理 )요구에 대한 추가

검토

- 시한 경년 열화 해석(TLAA)

이 필요한 항목을 추출

③ 경년 열화 관리 프로그램

(AMP) 적용의 타당성

- GALL 보고서에서 금후의 평

가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

- GALL 보고서와 일치되어 있

는 것부터 발전소 고유의 것

까지 경년 열화 관리가 필요

한 항목에 대해 AMP의 기술

적 평가. 

Point Beach 발전소의 AMP 항

목은 <표 2>와 같다.

라. 시한 경년 열화 해석(TLAA)

연기된 운전 기간의 종료까지

유효한 해석을 하고 기기 구조물

의 기능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Point Beach 발전소의 운전 인

가 갱신 심사는 환경 평가를 포함

하여 약 22개월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심사 상황은 NRC가 안전평가

서(SER)를 공개하고 있다. 심사

에 있어서 NRC는 추가 정보 요구

(RAI)를 사업자에 발행하면 사업

자는 기술 정보를 제출한다. 따라

서 그러한 대응 사항이 모두 공개

되며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

│미국원자력발전소의운전인가갱신에관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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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고경년화대책상황

일본에서는 1966년에 당시의

통상경제성 자원에너지청이「고경

년화에 관한 기본적 사고」(7)를 제

시하여, 사업자는 고경년화 대책으

로 운전 개시 이후 30년 이내에 기

술 평가와 장기 보전 계획의 책정

보고를 실행하고, 정기적(10년 마

다)으로 재평가를 실시키로 하

다.

그후 고경년화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

보안원(NISA)이 Guidline(8) 및 표

준 심사 요령(9)을 정하여 심사를

하고 있다. 

또 NISA의 심사에 있어서 원자

력안전기반기구(JNES)는 고경년

화 기술 평가심사 Manual(10)을 제

정하여 기술적 타당성 확인을 한

다. 지금까지 12기가 보고서의 심

사를 받았다.

4. 고경년화 대응의일, 미 비교

일본의 고경년화 대책과 미국의

운전 인가 갱신을 비교 검토하

다. 일본의 고경년화 대책의 흐름

을 <그림 1>에, 그리고 미국의 운

전 인가 갱신의 흐름을 <그림 2>에

표시하 다.

일본의 사업자는 발전소를 구성

하는 안전상 중요한 기기와 구조

물을 선정하여, 그것들 모두에 대

●●● 해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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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료, 환경, 손상 Mechanism

등의 검토를 한 후 60년의 공용을

예상한 건전성의 평가 및 과제의

추출을 포함한 장기 보전 계획의

책정을 시행한다(11)(12).

한편, 미국에 있어서의 사업자

는 일본과 같이 안전상 중요한 기

기·구조물에 대하여 재료, 환경,

손상 메커니즘 등을 검토하여 그

러한 경년 변화 관리 프로그램

(AMP)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한

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운전 인가

갱신 심사 경험을 반 하여, 가이

던스(Guidence) 문서의 도입에

의해 신청자의 준비와 NRC의 심

사 양방의 합리화를 기도해왔다. 

제도의 개시 초에는 심사에 많

은 인력을 필요로 하 으나, 근년

에는 표준적으로 22개월(행정 심

판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30개월)

의 기간과 Fulltime의 Project

manager 4명 정도에 직원을 포함

한 체제로 심사를 하고 있다.

더욱 2005년 2월에 First

Energy는 Beaver Valley 발전소

의 운전 인가 갱신을 제출하 으

나, 기재 내용이 과다하 고 또한

몇 가지 기술적인 기재사항이 불

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못하 다.

고경년화 대응에 관한 일, 미의

상황을 비교하면, 대상이 되는 기

기 구조물은 미국이 클래스 1, 2의

기기 등에 첨가하여 고장시에 안

전계의 기능에 지장을 미치게 하

는 기기 등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에서는 클래스 1~3까지의 모

든 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일, 미 모두 동적(動的) 기기

는 대상 외로 할 수 있으나, 근년의

고경년화 평가 보고서에서는, 각사

(동경전력, 중부전력, 관서저력)

모두 동적 기기도 포함하여 검토

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고경년화 대책에 있어서

는 지금까지의 심사 경험과 최신

의 식견, 각국의 동향 등을 참고로

하여 2005년에 Guideline 등(2)(3)

이 제정되었다. 

국가는 사업자로부터의 보고서

를 근거로 기술 평가, 심사 및 필요

에 따라 현지 확인을 하여 평가에

누락된 것이 없음을 확인한다.

한편, 미국의 운전 인가 갱신은

열화를 검토 대상으로 하는 기기

등의 평가와 보전 계획이 표준 심

사 계획(SRP-LR)과 경년 열화

식견 보고서(GALL 보고서)의 요

구가 충족함을 확인하고 있다.

일, 미 모두 60년간의 장기 운전

을 예정한 기기 등의 건전성 확인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진행 방

법, 배경, 노력(勞力) 등에 상이점

이 있으며, 심사기간은 관서전력

미하마 3호기의 경우 일부 변경 부

분의 심사를 포함하여 약 6개월이

소요된 데 대해, 미국에서는 약 4

배의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신청서의 표준

화에 의해 사업자 측의 노력이 경

감되어, 면(Page)수로 보면 일본

이 약 5,000 page인데 비해 미국

은 1,000 수백 page로 되어 있다. 

일본의 제도로는 업 운전 개

시 후 30년까지의 시기와, 이후

10년마다 보고가 필요하게 되나

고경년화 대책의 검토에 있어서

심사 항목의 한 가지로 사내의 실

시 체제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므

로, 선행 Unit(plant) 보고서를 참

고로 하여 업무의 정형화(定型化)

를 시행함으로써 기술력의 계승은

충분히도모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운전인가갱신의

부적절한경향에서분석

1. 부적합한 정보를축출

INSS에서는 해외의 부적합한

정보를 분석하여 PWR을 보존하

는 전력 회사에 대하여 제언 활동

을 하고 있으며(13) 그 흐름을 <그림

3>에 표시하 다.

이번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베이

스(DB)에는 미국의 원자력규제위

원회(NRC)와 원자력발전운전협

회(INPO), 세계원자력발전사업자

협회(WANO) 등에서 입수한 정보

를 축적하고 있다.

이 DB에는 2006년 1년간에

3,100건의 정보를 입력하 다.

2006년에 입수한 부적합한 정보

에서 원인이 경년 열화(經年劣化)

된 것에 대하여 260건의 사상(事

象)을 추출하 다」

<그림 4>는 나라별 발생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경년 열화 사상(事

象)의 나라별 발생 상황에 대해서

는, 미국의 부적합 상황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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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건)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19건), 프랑스(14건)의

부적합한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

미국의 발전소에 있어서 운전

인가 갱신의 비교 검토를 하는 관

점에서 미국이 경년 열화 사상

(173건)에 의해 그 이후의 분석을

했다. <그림 5>에 미국의 설비별

발생 상황을 표시하 다. 

또한 설비별 분류 구분에 대해

서는, 일본에서의 전형적인 고경년

화 대책 보고서의 주요 설비 평가

시의 범위(15종류)로 하 다.

2. 미국의 운전 인가 갱신과 경

년열화사상발생상황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인가 갱신

을 접수한 Unit은 48기(2007. 5

까지 운전 정지중인 Brown Ferry

1호기를 포함)가 신청, 접수되어

심사중인 Unit이 10기, 미신청인

Unit은 46기이다. 

이렇게 운전중인 Unit 104기를

신청필 및 인가필 58기와 미신청

중인 46기로 나누어 신청필 및 인

가필의 Unit이 양자간에 근년 부

적합한 내용 발생 경향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 다.

신청필 및 인가필과 미신청인

Unit에 대하여 운전 개시 이후의

평균 경과년수, 2006년 부적합 보

고 건수에 대해서는 <표 3>과 같이

정리하 다. 또한 경과년수는

2007년 5월 말 단계의 수치를 계

산에 의해 산출했다.

운전 개시 이후의 평균 경과년

수는 인가 신청 Unit이 약 30년인

데 비해, 미신청 Unit은 약 23년이

었다. 이것은 고경년화 Unit으로

운전 인가 갱신이 필요하게 된 단

계에서 적절히 신청하 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2006년의 경년 열화 부적절한

보고 건수는, 원자로형, 인가 신청

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 평균으

로1.66건/기(基) 정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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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 1년간에 경년 열

화 부적합 보고가 없었던 Unit이,

인가 신청 Unit이 14기, 미신청

Unit이 14기 다. 

<그림 6>에 노형마다, 인가 갱

신 신청의 유무(有無)마다 경년 열

화 사상의 설비별 발생 비율을 표

시하 다.

원자로형으로 봤을 경우 PWR

에서는 배관과 밸브가,  BWR에서

는 전기 설비, 전원 설비의 구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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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부적합 발생 설비 구성 비율을 운

전 인가 갱신 신청필과 미필을 비

교했을 경우, PWR과 BWR에 공

통적인 차이는 인정할 수 없다.

3. 경향 분석

입수한 경년 열화(經年劣化)에

관련된 부적합 정보를 운전 인가

갱신 신청의 유무에 의해 두 그룹

으로 분류하여 분석 평가를 했다.

경년 열화 사상의 발생 건수를

운전 개시로부터 경과년수로 정리

하여 그래프를 작성하 다. <그림

7>에 인가 갱신 인가필 및 신청필

Unit, <그림 8>에는 미신청 Unit을

표시하 다. 횡축(橫軸)의 경과년

수는 대략적인 값이다.

여기서 운전 인가 갱신 신청의

유무와 부적합한 경년 열화 발생

에 기여한 점을 고찰하여, <그림

7>과 <그림 8>의 각 데이터에 F

분포 함수에 의한 검정을 하 다. 

<그림 7>과 <그림 8>의 데이터

로 경과년수와 건수와의 상관 관

계를 <그림 9>에 표시하 고 도표

중에 각각의 회귀 직선(回歸直線)

을 아울러 표시하 다.

인가 갱신 신청필의 데이터는

회귀 직선의 구배(勾配)가 거의 0

이며, 보고건수도 경과년수에 유의

(有意)한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

F 분포 함수에 의한 검정 결과를 <

표 4>에 표시하 다.

F 분포 함수표에서 자유도 50

의 경우 위험률 5%, 1%의 수치는

각각 4.03, 7.17이며, 계산에 의해

얻은 분산비(分散比)는 어느 것보

다 작기 때문에 발생 건수와 경과

년수의 향을 받지 않는다.

인가 갱신 미신청 데이터에 대

해서도 F 분포 함수에 의한 검정을

실행하 다. 그 결과를 <표 5>에

표시하 다.

계산 결과의 분산비 Fo는 자유

도 50, 위험률 5%, 1%의 F 분포

함수표에서 얻은 4.03, 7.17의 어

느 것보다 크며, 미신청 Unit에 대

해서는 경년 열화 사상이 경과년수

와 같이 커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경년 열화 부적

합한 발생 건수에 대하여 인가 갱

신 신청필 Unit에서는 운전 경과년

수와의 함수는 인정할 수 없으나,

인가 갱신 미신청 Unit에서는 경과

년수의 증가에 수반하여 건수도 증

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았다.

사업자는 적절한 보수 관리에 의

해 기기 및 구조물의 성능 저하 경

향을 평가 및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인가 갱신 신청 과정에서 사업

자가 보전 계획을 구체화하여, 그

것이 발전소의 고경년화 대책에

유효하게 작용하여 부적절한 발생

을 억제하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한다.

미국의 인가 갱신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발전소의 안전상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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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및 구조물에 대해서 재료, 환

경, 손상 메커니즘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의 경년 변화 관리 프로그

램으로 망라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고경년화 대책

으로 세분화된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하여 검사, 평가 및 보수 방법에

빠짐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의 미국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일본의 고경년화 대책에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하 다.

결론

미국의 운전 인가 갱신 상황과

Point Beach 발전소의 신청서 등

을 조사하여 일본의 고경년화 대

책과 비교 검토를 하 다. 

대상으로 하는 기기에 일부 다

른 것이 있으며 진행 방법에 대해

서도, 일본에서는 최종적으로 장기

보전 계획을 책정하는 데 비해 미

국은 경년 열화 프로그램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한다. 

미, 일 모두 60년간의 장기 운전

을 예정한 기기 등의 건전성 확인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에서 다

른 바가 없다. 

또 평가에 있어서 필요하게 되

는 자원량은, 심사 측에서는 일본

보다 미국이, 신청자 측에서는 미

국보다 일본이 보다 많이 투입하

고 있는 것을 알았다. 

고경년화 대응 제도는 미, 일 모

두 궤도에 오르고 있으며, 금후 더

욱 실효적인 평가 등이 실행될 것

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발전소에 있어서 경년 열

화에 관련된 부적합한 경향 분석을

하며, 운전 인가 갱신 신청의 유무

가 기기 등의 경년 열화에 미치는

향에 대해 분석 평가를 하 다. 

그 결과 인가 갱신 미신청 Unit

에 경과년수의 증가에 따른 경년

열화의 부적절한 발생 건수가 증

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것에 의해 미국의 인가 갱신

제도가 발전소의 고경년화 대응에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동등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고경년화 대책의 유

효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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