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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olsong Unit 2,3&4 has been performing a containment integrity test during power operation. This test could impact to the 
safe operation during test. If an accident occurs during pressure dropping phase, reactor trip can be delayed because of the increased 
pressure difference which causes a time delay to reach the trip set-point. On the contrary, if an accident occurs during pressure increasing 
phase, reactor trip could be accelerated because the pressure difference to the trip set-point decrease. Point Lepreau nuclear power plant, 
which installed GCLMS (Gross Containment Leakage Monitoring System) in 1990, has discontinued the test since 1992 due to these 
adverse effects. Therefore, we evaluated the risk to obviate the GCLMS test based on PWR’s ILRT (Integrated Leak Rate Test) extension 
methodologie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risk increase rate is not high in case of performing only ILRT test at every 5 years instead of 
doing GCLMS test at every 1.5 years. In addition, the result shows that GCLMS test can be removed on a risk-informed perspective since 
risk increasement is in acceptable area of regulatory acceptanc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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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수로는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며 감속재로 

중수(D2O)를 사용하는 원자로로 우리나라에서는 월성 

1,2,3,4호기 총 4기가 운영중이다. 90년대 후반에 건설

된 월성 2,3,4호기는 원자로건물 종합누설률 시험(ILRT 
; Integrated Leak Rate Test) 외에 출력운전 중에 원자로

건물 총누설감시계통(GCLMS ; Gross Containment 
Leak Monitoring System)을 이용하여 원자로건물 누설

률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1987년 캐나다 Point Lepreau 
발전소와 Gentilly-2 발전소에서 ILRT를 수행한 결과 

에폭시 라이너 문제로 허용누설률을 초과하면서 규제

기관(CNSC ;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에서 

원자로건물계통에 대한 규제요건 R-7을 발행하였다. 
이 문서에는 정상운전 중 원자로건물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요구하고 있다1). 이를 근거로 Point 
Lepreau 발전소와 Gentilly-2 발전소는 1990년에 각각 

시험 설비를 개발하였다. 이 중 Point Lepreau 발전소의 

GCLMS 설비는 월성 2,3,4호기 건설당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험 수행중 원자로건물 고차압에 의한 트립 

지연 및 운전여유도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시험의 효과

보다는 안전 운영 측면에서 저해 요소를 유발하고 있

다. 특히, Point Lepreau 발전소는 에폭시 라이너 문제

를 해결한 후 해당 시험설비에 대한 상기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없어 1992년부터 시험을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도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중수로는 원자로건물 누설과 관련하여 ILRT는 5년

마다, 기기출입구와 비상출입구 누설률 시험은 1년마

다, 격리밸브 누설률 시험은 4개월마다 수행하고 있다. 
ILRT는 원자로건물을 설계기준 시험압력으로 가압하

여 종합적인 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기기출입구

와 비상출입구 누설률 시험은 출입구 내부 압력을 설

계기준 시험압력으로 가압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누설

률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격리밸브 누설률 시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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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밸브 사이에 압력을 설계기준 시험압력으로 일정

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누설률을 측정한다4). GCLMS의 

시험은 매 계획예방정비 후 정상 운전 중 1회 시행하

고 있으나,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전의 안전 운

영 측면에서 저해 요소를 유발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험의 운영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를 위해 1.5년마다 수행되는 해당 시험을 중지

하고 5년마다 수행되는 ILRT 만을 수행할 경우 발전소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하

였다. 현재까지 중수로는 이러한 시험 주기를 변경하

기 위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경수로의 ILRT 주기연장에 사용되었던 NUREG-1493 
방법론과 NEI Interim Repor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2,3). 
아울러 규제기관의 변경허가신청에서의 리스크 정보

활용 일반사항의 적합성을 점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4시간 동안 원자로건물 부피의 0.1%가 

원자로건물 벽체를 통해 누설되는 것6)으로 적용하여 

GCLMS 시험 중지시 발전소 리스크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원자로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원자로건물 및 관련계통은 모든 설계기준사고 조건

에 대하여 원자로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

소화되도록 누설 밀봉 방호벽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이러한 기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ILRT가 수

행된다. 사용전 ILRT 이후 3년 이내에 첫 가동중 ILRT
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의 시험은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압력은 격납건물 설계압력 이

하로 하며, ILRT 기간 동안 기준시험압력의 100분의 

96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측정누설률은 0.75 La이어

야 한다. 여기서 La는 기준시험압력 즉, 설계기준사고 

조건에서 계산된 최대 압력에서 원자로건물의 누설률 

제한치로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수치이다4). 고리 

1호기를 제외한 모든 경수로는 현재 ILRT 주기를 5년
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3. 원자로건물 총누설감시계통

3.1. 배경

1987년 캐나다 중수로 Point Lepreau와 Gentilly-2 발전

소에서 ILRT 결과 허용누설률 0.5% Vol/day를 초과하여 

시험에 실패하였다. 원자로건물 내벽의 에폭시라이너를 

교체한 후 두 발전소 시험 결과는 만족하였다. 이 시기 

캐나다 규제기관에서는 규제요건 R-7을 발행하여 1981
년 이후에 발전소 건설 허가를 획득한 발전소에 한해 정

상운전중 원자로건물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 개

발을 요구하였다1). 이에 따라 상기 두 발전소는 1989년 

설비 개발에 착수하여 1990년도에 개발을 완료하였다. 
Point Lepreau 발전소가 개발한 설비가 월성 2,3,4호기와 

동일한 원자로건물 GCLMS이고 Gentilly-2 발전소에서는 

온도보정방법(TCM ; Temperature Compensation Method)
을 이용하는 설비를 개발하였다. 

3.2. 개요

이 GCLMS는 갑자기 발생하는 원자로건물의 총누설

(Gross Breach)이나 밸브의 열림, 격리밀봉 실패를 감지

하는 것이 목적이며, 구조물의 정상적인 열화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누설률은 ILRT를 통해서 5년 주

기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Gross Breach는 갑자기 발

생하여 원자로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 크기는 설계압력에서 1일당 원자

로건물의 자유체적의 5%와 같거나 그 이상의 누설을 

일으키는 손상으로 정의되며, 이는 1.8 cm의 누설크기

를 의미한다5). 
이 시험을 통해 계획예방정비 중에 발생가능한 원자

로건물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큰 누설을 감지할 

수 있다. 

3.3. 시험방법

GCLMS 시험은 Constant Flow Method를 사용하며 

시험개략도는 Fig. 1과 같다. 외부와 유동 가능한 모든 

관통부를 차단한 상태에서 팬 F-50에 의해 중수회수 

건조기 DR5로 공기를 정화하는데, 이 유동은 63831- 
HCV11에 의해 조정되고 68450-FT1에 의해 측정된다. 
원자로건물 압력과 대기압의 차이를 -1 kPa(d)로 유지

Fig. 1. Leak test arrangement of GC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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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입되는 계기용 공기의 누설에 

의해 +1 kPa(d)로 상승시킨다. 이 기간 동안 원자로건물 

공기질량이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면 누설

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누설이 존재하는 경우 원자

로건물내 압력은 부압영역에서는 질량증가 속도가 빠

르지만, 정압영역에서는 질량증가의 속도가 느려진다.5)

3.4. 운영중지의 필요성

월성 2,3,4호기에 도입되어 운영중인 GCLMS 시험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수증기회수계통을 정지시키

기 때문에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시험기간 

중에는 삼중수소의 농도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나 증가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원자로건물내 긴급

사항 발생시 복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시험기간 중 

원자로건물 내부 압력 유지를 위하여 원자로건물 출입

을 금지하는데, 시험중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시험을 

중지하고 시험전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또한 삼중수

소 농도가 낮아질 때까지는 출입을 할 수 없다. 
이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자로건물의 압력을 -1 

kPa(d)로 감압하는 경우 정상 운전중의 부압 -0.6 kPa(d)
에서 0.4 kPa 정도 더 감압된다. 이 경우 원자로건물 고압

력에 의한 제1정지계통 트립설정치와의 차이가 4.05 kPa 
(d)에서 4.45 kPa(d)로 증가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원자

로건물내 비정상적인 압력 상승이 발생하게 되면 원자

로건물 고압력 설정치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안전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자로건물 압력이 1 
kPa(d)로 상승하면 정상운전 중의 부압 -0.6 kPa(d)에서 

+1 kPa(d)로 1.6 kPa 정도 가압된다. 이 경우 원자로건물 

고압력에 의한 제1정지계통의 트립설정치까지 차이가 

4.05 kPa(d)에서 2.45 kPa(d)로 감소하게 된다. 즉, 운전여

유도가 1.6 kPa(d) 감소하게 된다(그림 2 참조). 

Fig. 2. Differential pressure between SDS #1 trip setpoint and 
test pressure during GCLMS test.

4. 리스크 영향 평가

4.1. 가정 사항

중수로에서는 시험 주기 연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리스크 평가는 

경수로의 ILRT 주기연장에 사용된 방법론을 적용하였

다.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 경수로 원전에서 요구하는 

Risk-informed ILRT 규제요건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ILRT 및 최근 4년간의 LLRT 수행실적이 허용누설률 

이내로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07년 수행된 

확률론적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 
PSA) 결과를 이용하였다. GCLMS 시험의 경우도 현재

까지 시험 결과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수로의 경우 ILRT에 의해 누설을 탐지하지 못할 

확률은 3%이므로 중수로에서도 ILRT와 GCLMS 시험

이 누설을 탐지하지 못할 확률을 3%로 동일하게 적용

한다. 이들 시험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탐지하지 못할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 본 리스크 평가에 사용된 가정 사항은 다음

과 같다. 
1) GCLMS의 시험이 ILRT와 허용누설률이 동일하

다고 가정하였다.
2) 평가대상지역은 80 km내의 거주 인구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3) MACCSⅡ 전산코드에서 고려되는 각 핵종의 노

심재고량은 “월성 2,3,4호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에서 

적용한 노심 핵분열생성물 재고량을 사용하였다6). 
4) 원자로 반경 80 km 안에서 조기 및 지연피폭으로 

인해 받는 주민선량(PD ; Population Dose)을 기본 리스

크 측정인자로 고려하였다. (단위 : person-rem/yr)
5) 사고발생시 Te2가 산화되어 생성되는 TeO2의 방

출질량은 고려하고 감소되는 Te2는 고려하지 않았다. 
6) 기상자료 표본 추출은 대표 자료 추출법을 적용

하였다.
7) 삼중수소 농도는 FSAR을 참조로 감속재계통과 

냉각재계통에서 생성되는 양을 고려하였다7).
8) 삼중수소는 주로 중수형태로 대기로 방출되기 때

문에 비활성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므로 Noble gas 
그룹에 포함시켰다.

9) MACCS Ⅱ에서 삼중수소 DCF(Dose Conversion 
Factor)를 가장 보수적인 Federal Guidance Report No. 
138)의 data를 준용하였다. 

4.2. 월성 2,3,4호기 Level 2 PSA 자료

월성 2,3,4호기 Level 2 PSA 수행결과로 얻어진 방사

선원항 자료인 방출군(STC ; Source Term Category)별 

방출분율을 활용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GCLMS 시
험방출군 중에서 1번 방출군은 원자로건물이 건전한 

사고경위를 군집화한 방출그룹으로 노심이 손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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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 Noble gases CsI TeO2 SrO MoO2 CsOH BaO La2O2 CeO2 Sb Te2 UO2

1 4.1E-03 6.0E-05 2.4E-05 4.2E-07 7.4E-09 6.1E-05 2.1E-07 7.8E-09 3.4E-08 4.3E-06 5.5E-07 0.0E+00

2 9.7E-01 1.2E-02 1.4E-02 2.6E-04 7.0E-07 1.2E-02 1.3E-04 4.3E-06 2.2E-05 5.6E-03 2.1E-03 4.5E-08

3 8.2E-01 1.1E-02 2.6E-02 6.9E-04 3.2E-07 1.0E-02 3.3E-04 1.3E-05 6.5E-05 4.2E-03 6.6E-03 1.5E-07

4 9.6E-01 1.1E-02 9.7E-03 2.2E-04 1.1E-07 1.3E-02 1.1E-04 3.2E-06 1.8E-05 6.7E-03 4.9E-03 3.4E-08

5 7.1E-01 9.3E-03 2.6E-02 6.8E-04 7.3E-08 1.0E-02 3.2E-04 1.3E-05 6.4E-05 4.0E-03 5.0E-03 1.4E-07

6 1.0E+00 4.3E-02 6.0E-03 1.5E-04 7.8E-06 4.2E-02 9.0E-05 2.6E-06 1.5E-05 3.9E-03 3.4E-03 3.0E-08

7 4.7E-01 5.0E-02 0.0E+00 6.0E-06 6.7E-05 5.0E-02 3.0E-05 0.0E+00 0.0E+00 5.2E-03 0.0E+00 0.0E+00

8 9.9E-01 1.3E-02 1.1E-02 2.7E-04 2.5E-06 1.1E-02 1.3E-04 5.5E-06 2.9E-05 5.7E-03 4.2E-03 6.5E-08

9 9.6E-01 1.2E-01 1.9E-02 1.6E-04 4.4E-05 1.3E-01 1.5E-04 2.1E-06 1.0E-05 3.4E-03 1.7E-06 2.4E-08

Table 1. Release fractions with source term categories of Wolsong Unit 2,3, & 4

도 원자로건물이 건전하여 주위환경으로의 대량 방출

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원자로건물 누설률에 따라 

외부로 약간은 방출될 수 있다. 본 리스크 평가에서는 

원자로건물이 건전할 때의 누설률을 사용하므로 1번 

방출군을 이용한다. 

4.3. 기상 및 인구 자료

기상 자료는 월성원전 부지 주변 기상탑에서 측정된 

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풍향변화를 16sector(22.5°)
로 분석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으며, 북풍(1, N), 
북북동풍(2, NNE), 북동풍(3, NE), 남서풍(11, SW)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분포자료는 월성원전 부지로부터 반경 80 km 

이내 전 지역을 16 sector와 10개의 동심원지대(원자로 

노심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구분됨)로 구분하고9) 
2012년도 통계청 자료10)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Fig. 4
는 월성 원전 반경 80 km 이내의 구역별 인구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Fig. 3. Wind direction distribution at the Wolsong NPPs.

Fig. 4. Population distribution at the Wolsong NPPs.

4.4. 리스크 영향 인자 선정

소외결말분석은 MACCSⅡ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수

행한다. 이 코드는 소외결말 측정인자의 크기와 그 기

상근거(Meteorology-based) 확률을 각 방출군에 대해서 

각각의 보상누적분포함수(CCDF ; Complementary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형태로 출력한다. 모
든 방출군에 대한 소외결말 측정인자의 조건부 CCDF
는 각 방출군의 발생빈도를 가중하여 구한다. 그리고 

방사선원항 방출군의 발생빈도 및 방사선원항과 결합

하여 소외결말의 크기를 정하는 부지기상변화의 확률

이 측정인자인 주민선량의 Mean CCDFs를 만드는데 

이용된다11). 
월성 2,3,4호기에 대하여 24시간 동안 원자로건물 부

피의 0.1%가 원자로건물 벽체를 통해 누설6)되는 것을 

기본 경우로 하여 MACCS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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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babilistic population dose with STCs based on 

the MACCSⅡ analysis

STC Frequency Population dose
(person․rem)

Probabilistic 
population dose
(person․rem/yr)

1 9.90E-07 1.05E+03 1.04E-03

2 4.55E-07 3.16E+05 1.44E-01

3 3.99E-10 4.29E+05 1.71E-04

4 4.54E-07 2.89E+05 1.31E-01

5 1.61E-07 3.91E+05 6.30E-02

6 4.78E-09 5.45E+05 2.60E-03

7 5.00E-09 4.97E+05 2.48E-03

8 1.36E-10 3.15E+05 4.28E-05

9 6.10E-10 8.48E+05 5.17E-04

합계 2.07E-06 3.63E+06 3.45E-01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내부사건 빈도와 TeO2 
생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외결말분석 결과 중에서 조

기효과에 대한 주민선량의 평균값을 곱한 확률론적 주

민선량을 기본경우로 선정하였다. 

5. 분석결과

5.1. 소외결말분석 결과

월성 2,3,4호기에 대한 소외결말 분석 결과, 기본 경우 

리스크(80 km 이내 확률론적 주민선량)는 3.4461E-01 
[person·rem/yr]으로 계산되었다. 원자로건물의 우회, 혹
은 파손을 포함하지 않는 원자로건물이 건전할 때 “누
설”시나리오(STC 1에 해당)로 인한 리스크는 1.0392E-03 
[person·rem/yr]으로 나타났다. 

5.2. NUREG-1493에 따른 리스크 평가

현행 GCLMS 시험을 중지하고 5년마다 1회 ILRT만

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영향은 주기가 연장

됨으로 인해 누설탐지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상기 4.1항과 같이 GCLMS 시험을 ILRT와 유사

하다고 가정했을 때 시험간의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누설탐지 확률은 변하게 된다. 현행 GCLMS 시험주기

인 1.5년에 1회 동안 누설이 탐지될 수 있는 평균시간

은 0.75년(1.5년/2)인데, ILRT만을 5년마다 1회 수행하

면 누설탐지 평균시간은 2.5년(5년/2)으로 증가하여 약 

3.3배의 증가를 가져온다. 

Risk주기연장 RiskBLRiskNL
              ∆Risk주기연장

여기서, BL = 기본 경우(Baseline)
NL = 정상 누설(Normal Leakage)

NUREG-149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LRT가 전체시

험 중 3%는 탐지하지 못하므로 이를 적용하면 전체 누

설 확률은 약 10%(3.3×3%) 정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

한 자료들을 상기 리스크 정량화 식에 대입하여 

GCLMS 시험 중지에 따른 리스크를 구한다. 여기서 

GCLMS를 중지하고 ILRT만을 수행할 경우 주기연장

에 따른 누설 미탐지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실제 누

설 면적의 2배로 보수적인 가정을 하였다. 
소외결말분석으로 얻어진 결과인 Risk(BL) = 

3.4461E-01, ΔRisk(NL) = 1.0392E-03을 위 식에 대입하

면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Risk(주기연장) = (3.4461E-01 – 1.0392E-03) + 
(2 × 1.1 × 1.0392E-03)
= 3.4586E-01(person․rem/yr)

리스크 증가율은 

%Risk Increase = [(3.4586E-01 – 3.4461E-01) ÷ 
3.4461E-01] × 100
= 0.3619% 

으로 나타난다. 
Table 3은 NUREG-1493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경수

로와 비교한 것이다. 월성 2,3,4호기의 리스크 증가율

은 0.3619%로 다른 경수로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리스크 증가는 미미한 범주에 속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경수로의 

ILRT 주기 연장과 관련하여 누설탐지 확률은 2배(5년
/2→10년/2)로 증가하지만, 본 리스크 평가에서는 상기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설탐지 확률이 3.3배 증가하

기 때문이다. 

Table 3. Probabilistic population dose and risk increase rate 
compared to them of other PWRs with NUREG-1493

Risk indicator W2,3,4 PWR A PWR B

Probabilistic population
dose(person․rem/yr) 0.34 0.78 3.03

Risk increase rate(%) 0.362 0.028 0.094

5.3. NEI 방법론에 따른 리스크 평가

NEI Interim Report의 평가 방법론에 의한 리스크 평

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월성 2,3,4호기 PSA 결과와 소

외결말분석 결과를 Table 4와 같이 EPRI 방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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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class no. 1/1.5 Base Freq. 1/1.5 Basedose rate 
(person·rem/yr) 1/5 Freq. 1/5 Dose rate 

(person·rem/yr) 5 YR metrics

1 9.28E-07 9.74E-04 7.85E-07 8.24E-04 -

2 4.78E-09 2.61E-03 4.78E-09 2.60E-03 -

3a 5.59E-08 5.87E-04 1.86E-07 1.95E-03 -

3b 5.59E-09 2.06E-04 1.86E-08 6.84E-04 -

7 1.07E-06 1.53E+00 1.07E-06 1.52E+00 -

8 5.74E-09 9.53E-03 5.74E-09 9.53E-03 -

Sum 2.07E-06 1.54E+00 2.07E-06 1.54E+00 -

Dose rate change from base　　 　 　 　 1.70E-03

ILRT dose rate % of total dose　　 0.051 　 　 0.171 

% Change in ILRT dose rate from base　　 　 　 　 0.120 

LERF　 1.05E-08 　 　 1.86E-08

LERF from base　　 　 　 　 1.30E-08

Table 6. In case of 3% detected failure of leak-tightness, basic frequency and dose with NEI interim guidance

Table 4. Classifications of STCs  based on the EPRI methodology

Accident 
class no. STC

Internal event 
frequency

(/yr)

Mean population 
dose

(person·rem)

Probabilistic 
population dose
(person․rem/yr)

1 1 9.90E-07 1.05E+03 1.04E-03

2 6 4.78E-09 5.45E+05 2.60E-03

7 2,3,4,5 1.07E-06 1.43E+06 3.38E-01

8 7,8,9 5.74E-09 1.66E+06 3.04E-03

Total CDF1) - 2.07E-06 3.63E+06 3.45E-01
1) CDF : Core damage frequency(노심손상빈도)

분류한다. 이 방법에 의해 분류되는 사고 등급은 1, 2, 
3a, 3b, 7, 8로 구성되며, 이 사고등급은 Table 5와 6에
도 적용된다. 사고등급 1은 원자로건물이 건전할 때의 

누설, 사고등급 2는 원자로건물의 격리가 실패하였을 

때의 누설, 7은 후기 원자로건물 파손시 누설, 8은 원

자로건물을 우회해서 나가는 누설을 의미한다. Table 5
와 6의 사고등급 3a와 3b는 ILRT에 의해 탐지 가능한 

누설을 의미한다. 
사고등급 3a(소량누설 ; 10La에 해당)와 사고등급 

3b(대량누설 ; 35La에 해당)의 빈도를 누설미탐지확률 

3%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사고등급 3a와 3b에 사용되는 확률은 NEI 보고서에 

제시된 값으로 각각 0.027과 0.0027값을 사용한다. 

사고등급 3a = 0.027 × Total CDF 
= 0.027 × 2.07E-06
= 5.59E-08/yr

사고등급 3b = 0.0027 × Total CDF 
= 0.0027 × 2.07E-06
= 5.59E-09/yr

따라서, 사고등급 1의 빈도는 다음과 같이 재조정된다. 

사고등급 1 = 기본빈도 - (사고등급 3a 빈도 + 
사고등급 3b 빈도)

= 9.90E-07 - (5.59E-08+5.59E-09)
= 9.28E-07/yr 

원자로건물 정상시 누설에 의한 선량(1La)이 1.05E+03 
(person·rem)이므로 사고 등급 3a와 3b의 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사고등급 3a = 10 × La = 10 × 1.05E+03
= 1.05E+04(person·rem)

사고등급 3b = 35 × La = 35 × 1.05E+03
= 3.68E+04(person·rem)

1.5년에 1회 수행되는 GCLMS 시험의 기본 사고등

급별 빈도와 확률론적 주민선량 [person·rem/yr]을 구하

면 Table 5와 같다.

Table 5. In case of 3% detected failure of leak-tightness, 

basic frequency and dose with EPRI accident class

Accident class 
no.

Base frequency
(1/1.5yr)

Base dose
(person·rem)

Probabilistic 
population dose
(person·rem/yr)

1 9.28E-07 1.05E+03 9.74E-04

2 4.78E-09 5.45E+05 2.61E-03

3a 5.59E-08 1.05E+04 5.87E-04

3b 5.59E-09 3.68E+04 2.06E-04

7 1.07E-06 1.43E+06 1.53E+00

8 5.74E-09 1.66E+06 9.53E-03

Total CDF 2.07E-06 - 1.54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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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LMS 시험을 중지하고 ILRT만을 수행하는 경우 

GCLMS에 의해 탐지가 가능한 누설을 탐지하지 못할 경

우 평균시간은 9개월(1.5년/2)에서 30개월(5년/2)로 증가

시키게 되므로 이로 인해 30/9=3.33배의 증가요소를 가지

게 된다. 이 승수는 사고등급 3a와 3b의 빈도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승수를 사고등급 3a와 3b에 곱하여 주기

연장시의 새로운 빈도를 구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시험

중지에 따른 확률론적 주민선량[person·rem/yr] 변화를 계

산하게 된다. 
3% 누설미탐지확률을 적용하여 GCLMS 시험을 1.5

년에 1회 수행하던 것을 중지하고 ILRT만을 수행할 경

우 리스크(확률론적 주민선량) 평가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리스크 증가율은 

0.12%이고, LERF(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대량

조기방출빈도)의 변화량은 1.30E-08으로 평가되었다. 
Table 7은 NEI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로 다른 경수로

와 비교한 것이다. 월성 2,3,4호기의 리스크 증가율은 

다른 경수로에 비해 리스크 증가율은 약간 높지만, 리
스크 증가는 미미한 범주에 속하고 있다.

Table 7. Risk increase rate and LERF change rate compared 
to them of other PWRs with NEI interim guidance

Risk indicator W2,3,4 PWR A PWR B

Risk increase rate(%) 0.120 0.003 0.005

LERF change rate 1.30E-08 1.53E-08 4.50E-08

5.4. 변경허가신청을 위한 리스크정보활용 일반사항 점검

규제기관 변경허가신청에서의 리스크정보활용 일반

사항12)에 Fig. 5와 같이 3가지의 리스크 평가 허용지침

이 있다. 그 중에서 리스크 변경이 가능한 “허용가능영

역”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리스크 변경에 대한 “허용가능영역”을 설정한다. 이

Fig. 5. Acceptance guidelines for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는 어떤 기저 CDF에서도 ΔCDF가 1.0E-06/yr보다 작은 

영역, 또는 어떤 기저 LERF에서도 ΔLERF가 1.0E-07/yr
보다 작은 영역으로 한다. 단, 기저 CDF가 1.0E-06/yr
보다 작은 경우이거나 기저 LERF가 1.0E-07/yr보다 작

은 경우에는 기저 리스크 수치 이하의 변경에 대해서

만 “허용가능영역”으로 설정한다. 
GCLMS 시험 중지시 원자로건물의 누설과 관련된 

LERF의 리스크가 증가하므로 LERF 리스크 평가 허용 

지침에 적용하면 허용가능영역에 포함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수로의 ILRT 연장에 사용된 

NUREG-1493과 NEI Interim Guidance 방법을 이용하여 

월성 2,3,4호기 GCLMS 시험 중지에 대한 리스크 영향

을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를 리스크 변경허가 관점에

서 검토하였다. 
허용 누설률 0.1% Vol/day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를 5.4항의 변경허가신청을 위한 리스크정보활용 일반

사항에 적용하면 ΔLERF의 값이 허용가능영역에 포함

되어 리스크정보활용을 통한 변경 측면에서 GCLMS 
시험 중지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연구결

과는 후기 효과, 사건 범주 확대, 누설 발생 비율 등 다

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GCLMS 시험 중지에 관한 리스크 정보활용 변경에 활

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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