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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 의 경수로 지속가능성 (Light Water 

Reactor Sustainability, 이하 LWRS) 프로그램은 상

업용 원전의 장기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개발 활동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지난 1990년의 80 %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행정적 목표들 달성하기 위해 매

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LWRS 프로그램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적

인 결과는 원자력 발전사들에게는 장기적인 

원전의 운영을 위한 정보, 미국 원자력규제위

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이하 

NRC) 에게는 운영 허가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정보가 되고 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원전의 

장기 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는 그에 따르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원전의 노후화 (Aging) 문제는 DOE 의 장기 연

구와 전문 지식,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에 관한 연구, 개발, 시범적인 역할 수

행은 대부분의 운영 중인 원전에 적용이 가능하

다. DOE 와 부속 국가 연구 기관은 사기업 차원

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이론적, 계산적,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LWRS 프로그램은 산업계를 비롯한 미국 전력

연구원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이하 

EPRI)의 장기 수행 프로그램과 다수의 국내, 혹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양한 교류 관계 속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적절한 적용 사례를 찾았을 경우

에는 산업계와 비용을 공동 출자하여 연구 개발 

및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범 프로그램은 상

업 원자력 시설 및 기타 산업 시설에서 이미 진행 

중에 있다.

학계 역시 LWRS 프로그램의 중요한 파트너이

다. 학계에서는 다음 세대의 관련 인력을 훈련시

키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중요한 연구 자

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연구 자료들은 NRC 에 

미국 에너지부의 
경수로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Overview of the U.S. DOE Light Water Reactor 
Sustainability Program

미국 에너지부는 경수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LWRS Program) 을 통해 현재 60
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전 수명 허가 주기를 늘리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연구 개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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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원전 운영 재허가 규정의 틀을 만드는 데에도 도

움이 된다. 

LWRS 프로그램의 연구 분야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경로로 나눠진다. 소재 (Materials) 의 노후화 (Aging) 와 

열화 (Degradation), 기계 설비 및 정보 / 통제 시

스템의 발전, 위험 요소 정보를 반영한 안전 마

진 (Margin) 에 대한 정의, 그리고 경수로 핵연료까지의 

네 가지이다. 이 네 가지 경로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의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

와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LWRS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적인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인 Http : // inl.gov / lwrs 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소재 노후화와 열화  
(Materials Aging and Degradation)

원전 내부의 시스템, 구조, 부품 (Systems, Structures, 

Components ; 이하 SSC) 들은 고온 노출, 중성자 조사, 

부식성 매개체 등의 각종 스트레스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이러한 열화 현상의 유형과 분포는 

매우 복잡하며, 위치와 사용된 소재에 따라 달라진다. 

소재의 열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원전의 안전과 

안정적인 장기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원자로의 수명을 60년 이상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는 많은 소재와 부품의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의 기대 수명에 대한 조기 측정은 매우 중

요하다. 원전 자재의 열화도 평가에 대한 전문가 패

널 조사 보고서인 「NUREG / CR - 6923」은 최근의 원자

로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자세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

는데, 원자로의 설계 수명 이후 운영 연장을 위한 전체 

정비에 앞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항목들에 관한 평가 

항목 수립의 시작점을 제시하고 있다. 

원전을 60년 이상 운전한다는 것은 원자로 운전 시간

과 시적분 중성자속 (Neutron fluence) 의 추가적인 누

적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소재의 열화 민감성을 증가

시키는 주요 영향이 된다.

모든 원전 부품 (원자로 압력용기는 제외) 이 새 것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용 면에서 모두 교환하

는 것이 비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열화에 대한 이해, 통제, 완화 조치 과정, 그리고 

장기적인 필수 부품 교체 계획 수립의 기술적 기반 제공

과 같은 사전 활동이 원자로 장기 운전과 가동 효율의 

증대, 운영 허가 갱신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다양한 소재 열화 현상은 원전의 장기적 운영 가능 

여부 평가 시 각기 다른 복잡한 상황에 따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반의 접

근 방식이 필요한데, 상황의 정확한 정의, 과거의 경

험, 컴퓨터를 응용한 해결 도구의 개발과 같은 현대적 

방법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전의 장기 운영은 

소재 열화 현상의 메커니즘, 열화 완화 전략, 그에 따

른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관리 등 각각의 확

실한 영역별 연구 과정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하겠다.

소재 연구의 영역 (Materials research areas)

소재 노후화와 열화 분야의 연구 방향은 원자로 내

부 소재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열화의 장기적인 예측

과 이해를 위한 과학적 기반 형성 연구에 그 목표가 있

다. 최종적인 과제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

을 위한 SSC 의 필수 요소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

터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전 시설과 산업계, 규제 기관에서는 이 연구 개발

의 결과물을 장기 운영 조건에 맞는 대상 원자로의 

SSC 에 사용될 소재에 대한 규제 요구 사양과 한계점 

등을 정의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 

이 연구의 방향은 실험적 연구와 분석적 연구, 두 가

지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원전에서 나온 소재 표본의 

분석과 연구용 원자로에서의 시험, 그리고 연구소 자체

가 서로 연결되어 소재 열화 분야 메커니즘 연구의 배

후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의 모델링과 시뮬레

이션은 장기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 실험 부담을 줄이고 

최신 연구 데이터를 첨삭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

MAaD (Materials Aging and Degradation ; 소재 노후

화와 열화) 연구는 핵심 부품의 열화 여부를 정의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뿐만 아니라, 열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 활동들은 주요 열화 유형의 기계적 이해를 증대

미국 에너지부의 경수로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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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고급 열화도 측정 방법을 제공하며, 그 방법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연구 결과 데이터를 보유한 예

측적인 모델링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열화도 모니터링 방법, 성능 개선을 위한 진보된 열화 

완화 기술을 제공하여 안정성과 경제성 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들은 원전의 연장 운영 (운영 허

가의 재취득을 의미) 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 ~ 7년 사

이의 적절한 시기에 제공될 예정이다. 단기적인 연구

들은 기계적인 이해와 예측 능력 증대, 고급 데이터 제

공에 초점을 맞추었고, 규제 기관과 산업계 모두의 의

사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 장기 연구의 

경우에는 소재 열화를 완화 혹은 극복하기 위한 대체 

기술 (Alternative technolgies)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주어진 중요한 과제들을 보면, 원전의 

전체적인 영역에 걸쳐 주요 사안을 지적하고 있다.<그

림 1>은 다양한 PWR 연구의 여러 영역을 보여주고 있

는데, BWR 원자로의 경우에도 비슷한 리스트가 존재

한다. 이 과제들의 결과물은 원전의 장기 운영과 운영 

허가 갱신 여부 결정, 관련 규제 설정 등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의 MAaD 예시와 주요 내용

1.  콘크리트 및 토목 구조물  
(Concrete and civil structures)

다양한 관련 기관 (NRC, OECD NEA, IAEA 등) 에서 

원전 구조물의 노후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지금 이 순

간에도 여전히 일부 지역의 원전에서는 구조물이 기

능, 성능상의 요구 조건을 계속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 혹은 요구되고 있다.

현재 MAaD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콘크리트와 

토목 구조물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   장기적인 성능 구현을 위한 소재 및 구조물 관련 데

이터 수집과 경향은 계속 개발되어 왔고 그 첫 번째 

발표 내용은 인터넷<http://ncmdb.extranet.ornl.

gov/>를 통해 볼 수 있다.

·   높은 온도와 방사선 조사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평가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해외 동향

<그림 1> MAaD 연구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PWR 에서의 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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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평가와 인증 방법은 비파괴적 (Nondestructive) 

평가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   반침입 (Nonintrusive) 식 평가 방법은 두껍고 육중한 

보강 콘크리트 구조물과 바닥판 (Basemat) 을 검수

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다.

·   보수용 소재의 적용 방법과 그 성능, 내구성 관련 및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국립표준기술연

구소) 의 책임 아래 EPRI 와 NESCC (Nuclear Energy 

Standards Coordination Collabolative) 의 적극적인 연

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조물 연구 분야에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다른 중요 사안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콘크리트와 

토목 구조물의 성능에 방사선 조사가 끼치는 영향이

다. 원전의 장기 운전 지원을 위해서는 전 세계에 걸쳐 

방사선 조사의 영향을 받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안은 잠재적인 열화 유형 중 하나로 연장 운영

을 함에 있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며, LWR 의 장기 

운전 조건에서 방사선 조사가 콘크리트 구조물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거의 없다시

피 한 실정이다. 또한 원전 내부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실제로 방사선 조사가 끼치는 영향의 유형화 자료 및 

측정치 자료는 그 수량과 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데, 이는 지금까지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거

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는 위에서 언급

되었듯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열화 현상의 메커니

즘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LWR 운영 환경에서 장기

간의 방사선 조사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끼치는 영향

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뚜렷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12년 10월에 새로운 전용 프로그램을 위한 산업계

미국 에너지부의 경수로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개요

<그림 2> 저 - 중 전력 케이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열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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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제 기관의 협력이 시작되었고, 잠재적인 열화 현

상을 평가하기 위한 이 LWRS 프로그램 역시 그 목적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케이블 절연 성능 (Cable Insulation Performance)

중·저급 전력 계기와 제어 케이블, 그리고 이들을 

싸고 있는 절연체 (혹은 피복재) 는 원자로 내부의 다양

한 환경적 스트레스 요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도, 방사선 조사, 습기, 진동, 화학적 분무, 기

계적 피로, 공기 중의 산소 등이 그것이다.(<그림 2>참

고). 하지만 기존의 케이블 절연체도 40년 이상 제 성

능을 발휘해 왔고, 사용중인 케이블의 성능을 점검하

기 위한 장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발전소 내부

의 모든 케이블 절연체를 교체하는 것은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큰 비용이 소모되기에 결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절연 성능에 대한 

기계적인 연구와 예측 방법 개발이 가장 중요한 점이

라고 할 수 있겠다.

LWR 에서의 케이블 노후화 연구 활동 중 가장 중요

한 점은 케이블의 열화에 대한 핵심 메커니즘을 이해

하는 것이다. 소재의 형식과 사용 시간, 케이블의 열화

가 일어나는 환경, 가속화 시험의 한계점, 유형화 활동

에서의 협업, 감시, 시험 규정 등 다양한 사항에 관한 

이해를 포함한다. 

고온 노출, 습기, 이온화 조사 (Ionized irradiation) 등

에 따른 케이블 완전성 시험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이 시험 데이터들은 케이블 노후화의 메커니즘을 평가

하고, 가속 노후화 (Accelerated aging) 의 프로토콜을 

인증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험적 데이터와 기계적 연구는 케이블 

노후화화 관련된 원전 운영상의 핵심 변수, 검수 과정

의 최적화, 민감성 소재와 그 사용 장소에 대한 정비 

일정의 결정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강한 내구성

을 가진 소재 및 구조 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  방사선 유도 상전이 
(Radiation - induced Phase Transformation)

방사선 조사 조건 하에서 방사선 유도로 인한 결

함 (Defect) 의 대규모 집중 현상은 결정 입계 (Grain 

Boundaries) 나 자유 표면 현상 (Free Surfaces) 과 같

은 결함을 확산시키고 결국 유도 분리 현상 (Radiation-

induced Segregation) 을 발생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316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 니켈과 실리콘 

등의 동질성 물질 구성으로 표면을 강화하면서 크로뮴

(Chromium, 항부식성을 위해서 중요함) 을 일부 영역

에 증착시킬 수 있다. 온도에 의한 노화에 적합하지 못

한 상전이 현상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관찰되는 감마, 

혹은 감마 프라임 단계) 같은 열화의 형성은 소재의 미

세 구조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영

향으로 인해 방사선 유도 상전이가 악화될 수 있기 때

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고속 증식로 연구를 위한 다량의 데이터가 생성된 것

과 최근의 LWR 관련 분석은 장기적 운영 조건에서 열

화 형성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핵심 표본과 부품의 미세 구조에 

대한 전자현미경 투과, 자기 측정, 경도 실험 등을 포

함하는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기계

적인 시험이 취화 현상에 대한 충격 정도를 수량화하

해외 동향

<그림 3>  LWR 조건에서 9.1 dpa 로 방사선 조사된 상황에서 스
테인리스 스틸 알로이에 나타난 초미세 탄화물 형성을 
보여주는 전자현미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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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 시험의 결과들은 LWR 운

영 조건의 상전이에 대한 현상 모델을 개발하고 인증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와 기계적 연구 결과들은 핵심 

운영 한계 (Key operational limits) 를 정의하고 상전이 

문제를 최소화 하며, 민감성 소재와 그 설치 장소의 검

사, 정비 주기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필

요할 경우 LWR 용 항방사성 소재의 품질 인증에도 사

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예시는 <그

림 3>에서 볼 수 있다.

4.  MAaD 연구의 다음 단계

수 개월 혹은 수 년 안에 원전의 장기 운영과 차기 운

영 허가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해 다량의 주요 연구 결과

들이 중요 지표가 될 것이다. 단기 연구는 기계론적인 

이해, 역량의 예측, 고품질 자료 제공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안점을 반영한 2017년까지의 주요 연구 계

획에서 예상되는 결과로는 기본적인 기계론적 연구와 

콘크리트, 케이블, 압력용기의 열화에 대한 이해를 비

롯하여 노심 내장물의 방사성 손상 단계 등에 대한 기

계론적 이해의 완성 등을 포함한다. 보다 장기적인 연

구들은 열화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

으로 한 열화의 완화 혹은 극복을 위한 대체 기술 개발

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빠른 시일 내의 협력, 협업이 주요 소재 관련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EPRI 의 장기 

운영 프로그램의 전략적 활동 계획과 NRC 의 차기 운

영 허가 갱신을 위한 병행 활동 결과를 포함하는 다양

한 연구 기관의 참여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정

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앞서 설명한 많은 연구 수행

은 EPRI 와의 협력과 조정해 의한 것이었지만 타기관과

의 새로운 협력 관계 역시 지속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EPRI 와 NRC 의 노력에 추가하여, 각 원전 시설과 원

자로 제작 업체의 참여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위해, 그리고 모든 

기술적 전문성과 연구 시설 기반은 현재의 원자로 시

설군의 연장운영을 위한 연구 개발 영역의 기술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겠다.

미국 에너지부의 경수로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개요

<그림 4> 서류 대신 LWRS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휴대용 무선 통신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원전 근로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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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C 시스템 기술

현재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측 

기기와 제어 체계는 오래 전의 아날로그 기술에 의존하

고 있으며 이는 원전의 계속적인 운영을 제한하는 요소

가 될 수 있다. 규제의 불확실성과 산업계의 책임 회피

로 인해 계속적으로 아날로그 I & C 시스템 기술 기반의 

원전 운영이 지속되는 현상을 강화되고 있다. 현대적

인 전략의 원전 운영 모델로의 변화는 LWRS 프로그램

의 한 경로로써, 발전된 계측 장비와 정보 및 통제 시스

템 기술의 한 부분으로 산업계와 함께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II & C 구조 발전 연구의 목적은 원전 운영과 

지원, 통합 발전소 시스템과 지원, 발전소 작업 공정 

및 발전소 작업자의 원활한 디지털 환경 사용 등 모든 

측면을 망라하여 원자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생산

성과 발전 성능을 증대시키는 데에 있다. 아날로그에

서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원전을 운영함에 있어 

맞게 되는 아날로그 I & C 시스템의 노화, 기술 인력의 

잠재적인 부족, 원자력 안전성 향상 요구에 대하여 계

속적으로 증가하는 기대치, 비용 절감 압박 등의 다양

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원전의 지속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전략

이 필요하다. 먼저 기술, 금융 관련, 그리고 노후화된 

II & C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60년 이후의 연장된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미래 

비즈니스 환경이 가져올 여러 가지 과제를 원전 성능

의 향상을 통해 극복하게 해 줄 기술적인 근본이 제공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의 운영 모델은 그동안 주로 대규모의 운영 인원

을 통해 수동적인 조작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

나,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운영 인원에게 권한을 부여

하여 대규모의 자동화된 설비를 조작하는 형태로 바뀌

어갈 것이다.

II & C 연구 활동에서는 호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다목

적 원전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시험적인 프로젝트를 통

해 보다 진보된 기술을 개발, 시험하고 잠재적 개선점

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시범 프로젝트는 부여된 역량에 따라 6개 영역으로 

짝지어지는데 그 6개 영역으로는 고도로 통합된 통제

실, 자동화, 통합 운전, 현장 근로자의 수행 능력 향상, 

전력 공급 중단 시의 안전 및 효율성, 부품과 구조물

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이 있다. 이 시범 프로젝트들

해외 동향

<그림 5> LWRS 프로그램의 후원 연구로 개발된 인터랙티브 영상 기술의 새로운 시제품을 상업 원전의 운전 정지 관리자가 이용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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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전 운영 환경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키

기 위해 소개되어 최종적인 전력 생산 단계에 도입하

기 위한 유효성 평가와 시범을 거치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다목적 워킹 그룹은 미국

의 원자력 시설 소유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EPRI 또

한 이 그룹의 공동 연구에 직접적인 역할을 맡아 참여

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원전의 디지털화와 그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연구 개발의 결과와 활동을 통해 개발

된 가이드라인은 II & C 연구에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은 관련 사항의 조정과 연구 

결과의 상용화, 적용 과정상의 장애 요소의 체계적인 

해결 등에 대하여 NPO 나 NEI 등의 협회, 부품 공급 업

체, NRC 등 규제 기관과 같은 주요 산업 기관과의 협의

를 거쳐 논의되어 왔다.

최신 II & C 사례와 하이라이트

1.  현장 인력의 업무 수행 기술

원전의 업무 활동은 일반적으로 발전소 인력의 행동 

지침과 업무 수행 결과의 문서화 작업 지침에 따르지

만, 문서상의 지침은 변화하는 상황과 실시간으로 발

생하는 정보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지

니고 있다. 지침서는 빈틈없이 준수해야 하며, 해석상

의 여지는 남겨두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한다. 

다른 업종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인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마찬가지로 원전 업계에서도 작업자

들의 모든 업무 수행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갖 디

지털 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런 기기들

은 무선망, 디지털 처리 방식, 바코드나 무선 주파수 

등의 사물 인식 기술과 음성 인식, 정보 처리 기술 등

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각기 다른 기술들은 하나의 모바일 기기로 묶

여 특정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데, 발전소 가동 업무 처리와 통합되어 실시간 상호 정

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제어실이

나 운전 정지통제실과 같이 서로 떨어진 위치에서 원

전 가동 전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인력들이 실시간으

로 상호 협력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기술들은 원

전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교육 후 작동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을 확인시키기 위해 현재 시험 운용중에 있다.

2.  운전 정지 시의 안전 및 효율

핵연료 재장전을 위한 운전 중지는 원전 가동 중 가

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

으로, 안전상 매우 중요한 1만여 가지 이상의 작업을 

20 ~ 30일 사이에 끝내야 하므로 장비와 인력의 부담, 

긴급 상황 발생 우려, 근무 시간 조정 등에 대처하면서 

경비와 시간 및 작업 품질을 관리해야 하는 큰 어려움

이 뒤따른다. 

이러한 관리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의 운전  정

지 시 안전 관리 상황을 유지하면서도 재장전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등 이 연구는 원전 

업계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LWRS 프로그램은 운전정지통제실과 현장 인력 간에 

실시간 정보를 통합시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게 

하여 적시의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기

술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통제실의 팀 단위 의사 결

정을 위한 정보의 분석과 이해의 공유를 위한 디지털 

기술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원전의 배열 전환 제어 같은 상황

에서의 운전 정지 시 위험성 관리를 개선시키는 기술

의 실행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선도적 진로를 개척할 

것이다.

3.  제어실의 현대화

시설의 노후화와 효율성 문제에 대응하여, 운전 중인 

원전들은 I & C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고려하고 있다. 

구형 컴퓨터의 아날로그 기기들과는 상당히 다른 첨단

의 운전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디지털 시스템의 등장은 

기존의 제어실 체계와 어떻게 통합시키며, 어떠한 방

식으로 규제 사항에 맞추어 운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

점을 야기한다.

인적 자원이라는 요소 또한 제어실 업그레이드의 주

미국 에너지부의 경수로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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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고려 사항이다. II & C 는 HSSL 이라는 인적 자원 요

소 연구를 위한 원전용 시뮬레이터 실험실을 만들어 

제어실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HSSL 은 대형 전광판과 15개의 벤치보드를 이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부터 디지털 혼합형, 그리고 최

첨단 제어실까지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인간 공학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 및 업무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

다. 또한 HSSL 의 연구 결과는 원전의 운전 효율, 안전

성, 시스템 장애 허용성을 높이는 기술과 인력의 효과

적 통합을 이루어 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원전 업체와 HSSL 이 함께한 최근의 연구들은 

주로 원전의 주제어실과 관련한 I & C 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기능 요건의 분석과 기능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NRC 의 「NUREG - 0711,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

에 따라 원전업계의 인간 공학 프로그램 발전에 활용

될 것이다.

4.  II & C 의 향후 진로

향후의 작업은 실험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개발

된 실행 가능 기술을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결

합은 하이브리드 제어실, 고도의 자동화, 첨단 운전 정

지 통제실, 중앙 집중식 온라인 모니터링 시설 등과 같

은 첨단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통합된 디지털 환경은 원전 운전상의 확실한 안전

성, 생산성, 효율성 분야의 개선이라는 특성화된 모델

로서 자리잡을 것이다.

EPRI 의 합동 연구팀에서는 주요 발전 부분의 실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EPRI 의 주도하에 가

이드라인은 업계 전문가에 의해 민간 원전의 작업 환

경상 안전 의식과 문화를 포함한 실질적 고려와 조사

를 거치게 될 것이다. 또한 원전들이 원자력 시설 워킹 

그룹에 참여하거나 일반적인 워크숍, 핵심 기술 발전 

모임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며 주요 원

전산업 지원 조직 및 NRC 등과 협력하여 신기술과 운

영 개념을 관련 산업 및 당국의 규제와 잘 어우러지도

록 할 예정이다.

결국 원전 산업과 II & C 협력 업체의 역할은 이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기반한 결과를 공급하

는 것이므로 협력 업체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은 필

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Risk - Informed Safety Margin 
Characterization (RISMC)

현재 상업 원자력발전소의 소유, 운영자들은 발전소

를 60년 혹은 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가늠해보고 있다. 발전소를 60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

서는 빈번한 SSC 의 열화로 인한 안전 사고의 가능성뿐

만 아니라 기존의 사고 완화 역량의 감소가 가져올 경

제적 충격과 새로운 실패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발전소 설계자들은 보통 쓸모없는 ‘과잉 설계’ 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다양 방식의 안전 기능을 원전 설계

에 포함시키는데, 이런 심도 깊은 방호 대책을 원전 안

전의 불확실성에 대한 ‘ 안전 마진’ 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안전 마진은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설계 및 운전 한계에서) 책정되어 왔다. 안

전이 원전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

로 안전성과 안전 마진 정의 및 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

가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기 부여 중에는 발전소 성

능의 향상 및 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양적, 질적 측면의 

안전 마진에 대한 보다 개선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RISMC 의 목적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개선하

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

전 마진의 관리와 관련된 발전소의 의사 결정을 지원

하는 것이다. 

RISMC 의 접근 방식은 보다 나은 원전 안전성과 성능 최

적화를 위해 안전성 분석 과정에서의 노후화와 열화를 제

어하는 물리적 과정을 통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RISMC 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원전 운영상의 

의사 결정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의 정량화에 

결합된 위험 요소 평가 방법을 안전 마진 관리 및 사

고 시 복구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보다 고차원적인 RISMC 툴킷

(toolkit) 을 제작하여 원전의 안전 마진을 보다 정확하

게 측정,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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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MC 는 적용 방법과 도구 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

면을 찾기 위한 일련의 사례 연구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열 - 수력 (thermal - hydraulic) 연구 및 안전성 확

률 계산법과, 그러한 방법들이 어떻게 다수의 안전 마

진 복구 전략 실험에 적용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한 시

범 사례의 일부로서 최근 완성된 최초의 사례 연구는 

아이다호국립연구소의 신형 실험 원자로를 사용하여 

RISMC 를 시연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1.  안전 마진의 개념 (Safety margin concept)

안전 마진의 개념에서는 RISMC 와 기존의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를 구별한다. PRA 에서 안전도의 측정은 

정지 상태의 고장 (예를 들면 노심 손상 빈도) 이나 사

상수목 (event - tree) 모델을 통해 추정되지만, 설비의 

연료 피복 온도 최대치와 같은 물리적인 안전 한계에 

얼마나 가까이 (혹은 멀리) 다가가 있는지는 PRA 에 설

명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고 경위에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안전 한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일부 사고 시나

리오 (단, 노심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결과들) 들조차 허

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RISMC 는 특정한 사고 시나리오가 얼마나 노심 손상

과 같은 특정 사건에 근접하는지와 그 발생 빈도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안전 마진의 복

구 전략 수립을 통해 안전 마진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확률적인 마진은 부하 조건이 대응 가능

한 용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의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압력탱크의 고장 모델링에서 

설계 용량을 분포 f (C), 그 부하 조건을 두 번째 분포인 

f (L) 이라고 했을 때 확률적 안전 마진은 Pr [f (L)>f (C)] 

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확률적 안전 마

진은 특정한 사고 시나리오 조건 하에서 정량화된 안

전도 측정 범위 (예를 들면 탱크의 압력이나 견제 범

위, 연료 피복 온도 등이 중요한 관찰 과정임) 를 초과

할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2.  RISMC 사례 연구

ATR 사례 연구의 목적은 PRA 와 열 - 수력 모델 등의 

현실적인 원전 정보를 사용하여 RISMC 접근 방식의 가

능성을 증명하였다. 실제 사례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응급 디젤 발전기 관련 문제 또한 평가되었는데, 역사

적으로 ATR 에는 백업용 전원 공급을 위한 상시 가동 

미국 에너지부의 경수로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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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디젤 발전기가 존재하였다. 이것은 대기 상태의 

응급 디젤 발전기를 장비하고 있는 모든 미국의 상업 

원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앞으로의 안전 마진 복구 전략은 디젤 발전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상업 전력을 기본 백업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위해 

원전은 기존의 PRA 와 열 - 수력 정보를 이용하여 확률

적, 기계적으로 시뮬레이션 되었다. 이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정의하고, 반

복적인 다수의 시험을 통해 전체적인 안전 마진을 결

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ATR 사례 연구를 위해 ATR PRA 기반의 확률 시뮬레

이션 모델이 만들어졌다. 자동으로 기존의 정적 기반 

PRA 를 통해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

법이 그 시작점으로서 개발되었고, 그로부터 비정상적

인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

한 상태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가 후속

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방식은 시뮬

레이션이 직접 프로세스의 결과를 추적하기 때문에 성

공 혹은 실패라고 명시하기 위한 어떠한 부가적인 조

작이 필요 없다.

ATR 확률 가동의 평가에 따라 원전의 물리적인 상태

는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 RELAP 5 와 같은 시스템 코

드에 의해) 결정되었다. 발전소 시스템 레벨 코드는 확

률적 시나리오와 그 영향을 견디기 위한 주요 발전 부

하와 대응 용량의 분포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

고, 몇몇의 열 - 수력 계산에 대한 시나리오와 열 - 수력 

코드 모델은 그 시나리오에 맞게 최적화 되었다. 예를 

들자면, ‘실패처럼 보이는 RELAP 5 입력’이 생성되는 

식이다.

3.  안전 마진의 결과

부하와 용량에 대한 정보 (확률적, 역학적 분석을 통

한) 를 알고 나면, 확률적 안전 마진을 결정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ATR 을 위해서 안전 마진은 연료 피복의 온

도 최대치가 연료재의 특성에 기초하여 기존의 제한치

를 초과하였던 다수의 실험 경험을 통해 부여되었다. 

즉, 연료의 손상을 초래하는 시뮬레이션의 경우는 ‘ 고

갈’된 안전 마진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

된 안전 마진 복구 전략에 대한 평가 후 결과를 보면 안

전 마진은 바람직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RISMC 의 기본 마진 회복 전략은 위험도 정보를 담고 

있는 안전 마진 모델을 제공하는데, 그 모델은 여러 가

지 요인 (예를 들어 노심 출력 등) 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7>은 바람직한 복구 전략이 원전의 특성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는 가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예

를 들어 ATR 의 핵심 전력이 최대 (250 MW) 로 증가되

어 있을 경우, 바람직한 안전 마진 회복 전략은 상업용 

전력의 신뢰성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외부 

전원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0.8 미만의 가용성) 파

악될 경우 ATR 은 노심의 출력 정도에 따라 안전 마진 

복구 전략을 변경할 수 있다.

4.  RISMC 의 향후 경로

시범 사례 연구의 완성도는 다수의 유망한 위험 정보 

안전 마진 관리 관련의 연구 개발 활동으로 확인되고 있

다. 우선, 현재 NRC 의 중요도 판정 처리의 주안점은 노

심 손상 빈도수에 집중되어 있으나 안전 마진의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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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원전 운영의 주요 요소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결정상의 
선호도 이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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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인 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와 양적 측면의 두 가지 

면에서 더욱 중요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RISMC 툴킷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요소를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RELAP - 7 : 시스템 코드로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분

석을 위한 계산 도구와 기술로 원전 자체적인 단계

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1단계 버전이 완

성되었고, 2단계는 2013년 내로 완성될 예정이다.

·   RAVEN : 시뮬레이션 모듈로서, 일반적인 상황과 비

정상적인 상황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원전의 운전 상

태에 대한 입력을 RELAP - 7에 제공한다. 작동 가능

한 버전이 완성되었고, 추가적인 기능은 점진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   Peacock : RISMC 툴킷의 다양한 도구를 생성, 조작, 

상호 작용하기 위한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이

다. 작동 가능한 버전이 완성되었고, 추가적인 기능

은 점진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   Grizzly : RISMC 와 MAaD 에 의해 개발 중인 노후화 

시뮬레이션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소재 열화와 후

속되는 물리적 손상에 관한 모델링이다. 시범 컨셉

트는 2012년에 완성되었고 정확성 개선을 위한 추

가 모델링이 점진적으로 추가되고 있다.

사례 연구에서 얻은 여러 가지 방법들과 교훈들은 미

래의 RISMC 사례 연구와 원전 운영의 의사 결정자들이 

안전 마진 회복 전략을 평가, 제안하기 위한 RISMC 도구 

개발의 메커니즘으로써 관련 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개량 경수로 핵연료 
(Advanced LWR Nuclear Fuels)

개량 경수로 핵연료 연구는 노심의 경제성과 안전 마

진을 향상에 초점을 맞춘 연료 피복 체계 연구를 아우

르고 있다. 안전성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표준 

지르코늄 알로이 피복 핵연료를 넘어서 뚜렷한 운영 면

에서의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세대의 핵연료에 

대한 단순한 개선을 뛰어넘는 새로운 단계가 필요하다. 

출력 증강과 연료 소모 허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핵연

료 구성, 피복의 무결성, 연료와 피복의 상호 작용 등

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각종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된 연료 체계를 수용함으로써 사고 상황

(추가적인 냉각이 시작되기 전 많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안전 

마진을 늘릴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의 경수로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개요

<그림 8> 실험 챔버, 증기발생기, 데이터 수집 장치를 포함하는 산화 동역학 연구 시스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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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연료 피복 개발을 위해 LWRS 프로그램에서 수

행되었던 시험과 개발 작업은 미국 에너지국의 핵연료

주기 및 개선 핵연료 개발 프로그램과 밀접한 보완 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프로그램 간의 관련 지식이 

공유되고 있는지 상호 확인하려는 목적도 띄고 있다. 

다수의 연구 시설이 LWRS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비

원자력 실험과 핵연료 피복용 물질 후보군의 사고 대

응성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이런 비

원자력 실험들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가용 후보군

의 수를 줄여갈 수 있었고 고비용이 필요한 각종 조사

(irradiation) 시험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게 하여 연구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핵연료 피복 기술에 대한 

기초 필터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냉각수 유량, 온도, 화학적 상황 같은 경수로 운전과 

관련된 모든 환경 조건은 비핵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될 

수 있으며, 자재의 부식, 강도, 도전성 등을 방사선 조사 

없이 초기에 정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냉각수 상

실 사고 (loss - of -coolant accident, LOCA) 상황 시의 환경 

에뮬레이션 조건을 비핵 실험실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연료 피복 재료와 설계는 중성자와 감마선 조사 하에

서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이전에 비핵 환경에

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1.  산화 동역학 시험 시스템 
(Oxidation kinetics test system)

산화 동역학 시스템 (<그림 8>) 은 연구 대상 연료 피

복 재료를 고온의 산화 환경에서 기존의 표준 지르코

늄 계열 피복 재료와 비교 측정 및 평가를 위해 설계, 

제작되었다. 이 계측 시스템은 산화의 시작과 진행 과

정, 내부 위상의 변화, 열응력 변화, 압력관의 팽창 / 파

열 등을 모니터링 한다. 

샘플들은 통제 챔버 내부의 건조열, 증기, 물 (부분

적으로 물에 잠겨있는 연료봉과 같은 경우) , 공기 혹

은 기타 혼합기 등에 노출된 상황에서 압력과 유도 

가열을 거친다. 연료 피복의 순간 변화, 전기적 저

항, 내부 압력과 기체에 의한 반응 등 산화 과정 중

의 실시간 변화가 기록되며, 기체 색층 분석기 (Gas 

Chromatograph) 가 저수준 휘발성 산화 생성물의 증

기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스템 계측은 외부 (피복 - 냉각재 간) 와 내부 (피복 -

모의 핵연료 소결체 간) 연료 피복 튜브의 열전도 특성

의 측정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시스템은 사고 진화와 

그에 따른 급랭 과정 (일정 시간 동안 증기에 노출되어 

상승한 피복 재료의 온도에 급격하게 냉각수를 공급

하는 상황 등) 등과 같이 연료 피복 재료가 부분적으로 

침전된 상황 하의 피복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는데, 냉각수 상실 사고 (LOCA) 가 발생하였을 경

우 연료 피복 재료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경우에 사용

될 수 있다. 몇 가지 후보 재료는 이러한 급랭 과정 중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는데, 특정 피복 재료를 추후에 

고려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재료의 물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  개량 경수로 핵연료의 향후 진로

사고 대응성을 가진 경수로 연료의 개발이 진전되

면서, FCRD 연료 개선 프로그램이 모든 관련 연구 개

발 활동 중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시험 설비는 

LWRD 와 FCRD 프로그램 하에 개발되었고 다른 여러 

가지 시험 설비는 국립 연구소, 대학, 산업계에 걸쳐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LWRD 프로그램은 개선된 핵연료봉이 원자로의 안전 

마진에 끼치는 영향을 정의하기 위한 분석 연구에서 

RISMC 와 합동으로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두 프로

그램은 사고 대응성 경수로 연료의 개발, 시험, 평가에

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인 준비 (Preparing for the long term)

지금까지 알아본 미국 에너지부의 경수로 지속 가능

성 프로그램은 원전 소유, 운영사가 60년 혹은 그 이상

의 원전 장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프

로그램 개발 계획은 차기 원전 운영 허가 갱신 시기가 

도래하는 2015 ~ 2020년까지로 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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