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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L-캘물

종합 안천생 명가기술 채발

I I. 연구게벨의 폭객 및」출윷:절

본 연구는 원견의 종합 안펀생율 명가화는혜 필수객언 확률론척 안견생 명

가용 견산쿄드혜계률확럽하는대 았다- 종합 안천생명가 현산혜혜의 확립은 향

후 놀어나는 현천의 안견생 명가에 있어셔 자동화률 도포함으로쩌 안천생 명가

업무의 효올생율 종전시킬 뿐만 아나라 각 세부 분야의 분석기술의 계션용 가

져다 준다.

!J..L보포캘발띈 내용 몇.법휩-

당해년도는 여 과째와 I단채. 1척년도로서• 혜l단계 확률론객 안견생 명

가 (PSA) 용 천산쿄드의 체선과 인간산뢰도 빛 공통원안고장 명가기술융 중전

시카기 위하여 기존에 쓰이고 잊는 기초방볍론얘 대한 종합척인 비교분석이 이

루어 졌다. 째2단계 천산쿄드률 채발하기 ￥{한 기초작업으로서는 혜1/2단체

PSA 연계방법론， 척납건물 사고수북 논려척러 방법론 둥이 검토되었다. 또한

원천 안천생 명가업푸의 효용생과 셰부 분석기출의 충진흘 뀌하여 얀공져농기

술과 같은 산가슐의 객용연구도 이루어 겼다.

IV. 연구채빨 캘과 빛 활옳뾰갤-한강원즈많

먼져， 째I단져 PSA 용 펀산표드~째로샤 국내에서 채발되어 신규원천 확률

론척 안천생 명가업무애 。I용되고 있는 KIRAP 코드에 대한 많은 채션이 이푼어

져 386-PC 애셔 째l단체 PSA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천가률 마련하였다. 기존

해I단체 PSA 방법론 중 국내애 기술이 미약한 분야인 인찬신뢰도 몇 공홍원얀

고장 분석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애 채발되어 효이고 있는 방법론율에 대한 종

합척인 벼묘분석어 이루어져 국내얘셔 향후 추진되어야 할 방향0) 혜시되었다.



계2단빼 PSA 용 견산쿄E.~째율 채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셔 계1/2단체

PSA 연째방법론， 격납건물 사묘수폭 논려쳐i!l 방법폰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대표객인 방법론으로서 현째 마국. 구주 몇 얼본 풍에세 이용되고 있는

NUREG-1150 방법론 빛 Syste. 80+ PSA 방법론 둥에셔 효언 방법롤 및 기초논

랴에 대한 비요분석이 어루어져 향후 국내애서 추천되어야 할 기본 방향이 ~

샤되었다.

또한 원견 안천생혜의 신기슐 웅용연구로샤는 다융팍 갈은 째가져 분야에

있어셔 많은 진천이 있었다. 먼저 인공지능 7) 법과 PSA 7) 볍훌 이용한 훨견 바

상운견지원율 위한 생공정로 탐잭시스웹인 COSMOS 찌할애 었어셔는 사건수록

째시기농을 추가하여 운천원이 발천소의 장태률 예혹하는 데 도용융 주도륙 하

였다. 두벤째로는 인공신청땅을 이용한 PSA 자료 명가사스행율 깨발하여 현~

천문가 판단얘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원인고장 IIlpact Vector 명가싹

쩍용하여 타당성율 쩨시하였다. 기타 신기술 웅용연구 분야로 원천 안천성 분

석 빛 관랴 천산시스탬 구촉용 Platror. 채발흘 홍하여 지금짜져 현착로안천

명가철애셔 채펠되야온 여러가지 견산시스햄애 대한 호환생 빛 얼관된 사용자

연채생율 째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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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절 서 로L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율 종합적으로 명가하는 확률론적 안전생 명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 PSA)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고륙생 , 사고

범위 및 해석방법에 따라 노심용융사고경위분석 (} 단계 PSA) , 척납건물

및 방사선원 분석 (2 단계 PSA) , 그러고 대기중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환

경영향 맞 결말치분석 (3 단계 PSA)으I 3단체로 수행된다. 1975년 미국 완자력큐

제위원회에서는 이 방법올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종합 안전성 연구 보

고서인 원자력 안전성연구 (Reactor Safety Study , RSS) 보고서， 축 WASH-1400

[132J 가 발표되었다.

1979년에 미국 TMI-2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버슷한 유혐의 사고경쭈l률 아

보고서에서 이미 예축하여 원자력 규제기관과 원전산업체 동에 의해 본격척으

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방볍론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발

전소에의 적용도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원전의 안철생을 위협도(Risk)라

는 혁도로 정량화하는 것을 가눔하게 하였으며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존

원전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개념에 대한 많은 취약점율 도출하였다.

WASH-1400이 발간되어 원자력 발천소에 대한 PSA가 시작된 이후 지난 20년간

PSA 기술 분야는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륙히. 근래에 률어 컴퓨터 기술과 칼은

신기술의 급속한 밥전은 PS,L\ 기술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영향은 크게 다옴과 같은 두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오류 명가， 공롱원인 고장 명가. 격납건물 성능해석. 방사농 누출시 환경영향

등 명가 거법 맞 아에 이용되는 전산코드으| 발전 등과 같이 PSA 기술 자체의 개선

이 이루어진 것이며， 둘째는 신가술율 이용하여 PSA 수행의 간연화 빛 그 기법과

결과의 이용 범위가 확장된 갯이다.

다음은 위의 각 분야에 대하여 본 정부추도 풍장기 연구과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방향과 급년도에 전척펀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이다-

1



1. 1단채 PSA 방법론 재발

그럼 l은 I단계 PSA의 주요 엽무를 보여주고 있다. PSA 수행율 위해서는 먼

저 발전소 계통 빛 운전등의 자료률 모으고 따악한 후， 필요한 신뢰도

자료률 확핍한다. 그 다음 사건수북 구성과 고장수북 구성율 하고 각 계통 고장

수목 및 ι각 사건수목 사고경위 정량화를 수행한 후 띤감도 및 불확실성 분석율 수

행하게 된다.

PSA 수행은 대상 발전소의 설계. 운잔동을 상세히 파악.모텔렁하여야 하며 또

한 필요한 자료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매우 많운 시간과 노력율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장기척으로 l단겨II PSA어l 필요한 업무를 모두

천산화하고 필요한 자료를 데이타 베이스화하는 것올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l 단계 PSr\ 수행에 사용되논 전산쳐l겨l를 개발.사용하고 있으

며 내부사건으로 인한 PSA는 표춘원전，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동에

대한 PSA수행으로 PSA 수행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신뢰도 자료 및

그 처랴기업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외부사건으로 인한 PSA는 아칙

초보단계에 있다. 따라서 장기척으로 신뢰도자료 쳐리기법 개발 및 자료의

전산화를 확합하고 외부사건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전산화. 처리 기법의 확립

및 전산코도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채 사용되는 전산코드툴율

계속 개선하고 최종적으로는 외부사건 수행 전산코드 및 필요한 자료둥율 모두

통합할 계획으로있다.

이번 연구년도에서는 l 단계 PS,o\ 업우에 사용되는 전산체계 KlRAP

(KAERI Integrated Rei iabi lity Analysis Code Package) 및 산뢰도자료 척리

기법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다. KIRAP은 사건수복 및 고장수목 구성， 최소단

절군 계산동을 PC에서 수행하는 전산코드 쳐l계로서 PC용으로 1986년부터

계속 개발. 사용되어 왔다. 금년도에는 PC에서의 떼모리 부족 보완 및 그

림출력 가능 보완， 사용되는 화일블의 호환성 문제 보완둥울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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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수행에 휠요한 신뢰도 자료는 주로 부품 신뢰도 자료. 시험 및 보수자

료. 공통원인 고장 자료， 인깐 산뢰도 자료로 야루어진다. 부품의 고장자료는

해당발전소 또는 국내 발전소들의 운전 경협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국내 발전소에 대한 신뢰도 자료가 미약하므로 현실척으로 외국에서 개발펀

신뢰도자료훌륭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데아타

베이스들， 예로서 NUREG/CR-4550. NUREG/CR-1362. NUREG/CR-2989. NSAC-I08둥

외국의 고장자료률을 수집. 데야타 베이스화하고 아툴 여러 자료로부터의 고장

율을 통껴I 척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고장율윷 생성하는 전산효드 MPRDP률 개밸하

였다. MPRDP는 여러 신뢰도 자료원으로부터의 자료를 제공힐 수 있고 또한

이들을 통합한 자료도 제공하므로써， 일반 신뢰도 자료 (Generic Reliability

Data)률 정러.져l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일반 산휘도 자료는 그 자쳐l로 l

단계 PSA어l 훨요한 산뢰도자료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추후 국내 발펀소

고장자료가 수집되면 Bayesian 통계처리를 통해 국내 발전소의 신뢰도 자료 확립

에 사용휠 수 있다.

공통원인고장은 다종계통에서 어떤 공통펀 원인에 의해 하나 이상의 기기

가 고장나는 사건을 말한다. 공홍원인 고장은 원전의 다중성 (Redundancy)에 치

명척인 손상울 주악 원천 안전성어l 큰 영향율 주는 것으로 밝혀겼다. 현재

국내에서는 NUREG/CR-4780 [105] 방법론에 기초한 PET-CCF 코드룰 채발하여 원

전의 고장자효로부터 공통원인 고장 자료률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PET-CCF에서는 MGL방법반을 사용하고 있는대 이번 연구년도에서는 현채 사용되

고 있는 여러 공통원인고장 척러방볍툴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척합한 방법

론울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역러 PS,4 수행결과 인간산획도는 노심손상빈도에 큰 기여를 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똘은 모두 관육가능한

인간거동과 수행륙성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 에 기초하고 있어 운컨원

의 의도 ( Intention)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의도형성의 근찬이 되는 이유률 모헬

렁하지 않으므로 사고시에 인간인식거동을 표현힐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운전원의 의도형성 ( Intent ion FOI-ma t ion)율 모델렁하는 인지격 모델

의 재벌이 일요하다. 이번 연구년도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잇는 방법론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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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단점 맞 한계성동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인지적 모델의 개발어l 필

요한 인간오류 관련대이터의 수집방안과 인간오류 분휴방안을 쌀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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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체 P뻐 방법혼 검토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원자력별전소의 안전성율 청량척야고도 종합적

으로 명가활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최근에 크께 주북율 밭고있는 확률론적

안천성 명가방법 (PSA/PRA) 충 격납건물 해석 (Containment Response I

Performance Analysis)을 위한 기존 방법론틀융 비교평가하므로써 보다

개선된 논리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적 안전성 측변에서 TMI-2 사고로부터 얻은 또 다흔

중요한 교훈은 격납건불 역활에 대한 재인식어며 이러한 점윤 1986년의 헤르노

벌사고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이것은 격납건물이 원자력발천소 사

고시 방사능물질의 방출을 막을 수 있는 최종적인 밤호역으로서 그것의 건천성율

유지하는 것이 곧 발전소 위험도률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종요한 요인으로 간

주되기 때문이다.

격납건물해석은 PSA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요로서 l 단계 PSA 분석으로부터 파악

된 발전소 사고시 노십용융을 유발하는 주요 사고경위와 격납건물 건전성에 위협

올 주는 각종 사고현상을 억저l하71 위하여 격납건물 내부에 설치판 척납건물

방호계롱 ‘(Containment Safeguard System, CSS) 의 작동여부률 격납건물 파

손과 방사성물질악 방출 및 사고 결말치에 머지는 영향율 고려하여 쳐i체적

으로 조합하는 밸천소 손상군 (Plant Damage State , PDS)분석， 그라고 선정된

주요 PDS 각각에 대하여 노심용융물틀이 격납건물 내부로 방출되면서 여랴

올리화학적 현상을 동반하고 이에 따라 격납건물 대부의 압력율 높이면서 결과로

따르는 격납건불 파손특성 (파손사기， 파손크기 및 형태， 그2.1고 따손

장소) 분석 풍의 두가지 중요한 부운에 의하여 수행휠 수 있으며 이것은 2 단계

PSA으|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방사성원 특성{방사성물질의 종류. 양， 방출시

간. 방출위치 및 그들의 크기) 과 서로 밀접히 연관된다. 따라서 분석법위는 노

심 용융시부타’격납건물 파손에 이르는 격납건l물 내부의 모든 현상율 포함한다.

완전사고사 방사성물질의 방출율 막을 수 있는 최종척안 방호벽으로서 이러한 격

납건물해석의 주요 목척은 여러종류의 격납건물 파손형태와 그에 따른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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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정량화에빛분석방출륙성의성물절

사고진행과정율 현

척납건룰 사건

가능한 모든해석은 격납건물 내부에서이러한 격납건물

상간의 01 츠=
끼‘、-

‘ιT다룰처l 겨l 적으로고려합으로써인과관계플

수행될 수 있다.

초기조건으로

합리척으로

C틴‘의PDS률은

CEπ) 에 의하여

일단의선정된

Tree,

션정작업으로부터

수북 {Containment Event

PDS이경우

사용된다.

많운 실험

그들나름와 격 납건물해석 및 CE.T 논리체계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주요 원자력 선진국둘운WASH-1400 이후로

전산코드 해석결과를 고려하여자료 및

건천성올 확보하기 위

있어 상당한 기술적

격납건물의척용하고 있다실제 발전소어l를 개발하고

격납건불해석에현재까지노력의 결과로부터한 야러한

대한 이해가 부축하여 중요전반에아직도 중대사고현상진보률 이루어 왔으나

논쟁의있어서도하는 방식얘있고 이를 정량화많은 부분이 쟁점화되어한

환련된 여러 현상들율 CET구조에 반영할

방법이 아직 확고히 정착되지

야런 여러

중대사고와

그것의 합리성율

인하여 격납건물 해석결과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명가할 수 있는

더우기

객관적으로

많다.여지가

때

존재한다.못함으로

각국운 대상 벨천소의

밖에 없는

워하여 국내나

웅용할 수

명가률

한계점 때문에 나룹의 격납건물 해석켜술옳 보유하지 못한

발전소에탈리하여 실저l

일관성

특성과 제반상항에 따라 방법율

실정이다. 。 I.!:::.
oM\....대한따라서 원전안전성때

격납건물 해석기술 및 PDS를 포함하는 CIT 논리구조률 확보하는 것이 될수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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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로다음의 세가지코가l이용운산가술의수행 중인 PSA에 있어!당 실에서

및 결과를 어용하어 원전의 운전 지원 시스템을첫째는 PSA의 기법나눌 수 있다.

개발하는 것이며， 둘째는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인공 신경망 기법을

객체지향 프로

소프트웨어

따지막으로 세번째는

업무와 판현왼등을 이용하여 PSA 수행 둥 원전 안전성

이용하여 PSA의 기술 개선올 위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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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올 위한 Platform율 구축하는 것어다.

먼저. PSA의 기법 및 결과률 이용한 원전의 운전 지원 사스템 개밸 연구률 살팩

본다. 원자력 발컨소에서 벼상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운천원은 륙시 이률 북

구하기 위한 척절한 조치룰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의 비상시애는 발천소

상태에 대한 정보의 과잉과 판단의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운천원야 척절한 북구

조치를 취하지 봇할 가농성도 있다. 더우기. 이와 같은 운전원의 생수는 원

철의 상태률 더쭉 악화샤컬 수도 있다. 따라서， 근래에 둘어 이와 갈운 운천원

의 설수률 줄이는 데 도움율 줄 수 있도록 하는 원전의 비상운전 지원 시스댐

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당 실에서는 비상운전절차서의 철차를 재구생하여 좀

더 체계적인 운전지칩을 제시하여 주는 ’원전의 비상운전지원율 위한 성공경로

탐색시스템 KOSSN (KAERI developed 0야，'ator SupφI't Sys tem for Nuc 1ear power

plant) 을 재발하고 있다 KOSSN에서는 운전원의 운전 지침 제시 기능이외에 계

롱도 ‘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률 이용한 성공경로의 생생. PSA 자

료률 이용한 성공경로 운전도외 계산 및 사건 수목율 이용한 발천소 상태 예흡 기

능 동을 추가하여 좀더 구체적인 지침 및 딴단 근거률 제공하도룩 하고 있다.

PSA 으l 가술 개선을 위한 연구로논 인공 산경망을 이용한 공통원인 고장 명가 방

법 개선올 수행하고 있다. 현재 PSA 기술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아

직 PSA 기술에는 몇가지 취약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롱원인고

장 (Common Cause Failure. CCF) 혹은， 인간 실수의 정량화애 사용되는 자료의

명가률 예로 툴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률 위하여 주로 천문가의 판단

( Expel't’ 5 J udgement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와 같은 전문가의 판단온 불

확실성 빚 일관성의 결여가 그 약점으로 져적 받아 왔다. 본 연구애서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얘 위에서 언급한 인간 전문가 판단의 취약점올 극복할

수 있는 쳐I계적인 자료 명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안전성 명가 업무외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환 Platform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원전 분석 빛 관리얘 관한 기존의 여러 전산 시스템룰이 공

통펀 지식. 자료 및 유사한 기법율 이용하고 있옴에도 불구하고， 각기 호환성이

없는 컴퓨터언어와 재사용성이 없논 HaI'dwi re된 자료 구조률 사용함으로 언하여

7



천산 시스템의 개발에 중복되게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 또한 각 샤스템

마다 얼완성이 없는 User Interface률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전산 시스템의 사

용 습특을 하며 겪는 어려움 둥 기존의 천산 체제 구조에 따른 단점율 해결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 분야는 (1) Code의 채사용성， (2) 자료의 호환생 맞

(3} 일관된 User' Intedace를 제공하여 PSA 둥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재발율 용이

하게 힐 수 있도록 하여주는 PI 섭tform 구쭉을 복작요로 하고 있다. 아는 잭쳐1 .AI

향 프로그래밍 기볍을 야용함으로써 엽무간에 공유가 가놓한 객쳐l 자향 데야타베

이스와 지식베이스률 구축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일반 기법 (Generic Algorithms)

과 User Interface 률 위 한 요소들 (Menus, Gl'a빼s ， P& lD 둥) 율 Library화 하여

사용자를 위한 모든 웅용 프로그램을 일관성있게 단촉된 시간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야다.

아상의 세분야 이외에도 PSA 결과의 손쉬운 아용윷 워한 지눔형 데이타 베이스

의 구축 퉁 PSA에 있어 신기술의 이용 분야는 매우 다앙하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

에서 이용 가농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꾸준한 연구까

필요한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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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2 철

1. KIRAP 얘벌

까. 채요

I단체 PSA 방법론 채발

KIRAP (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운 l단혜 확률론

척 안천성 명가 (level-l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수행에 필요한 사건

수북 (Event Tree) 구성. 고장수목 (Fault Tree) 구성. 최소한절군 (Minimal Cut

Set) 계산， 중요도 계산， 불확실성 체산둥율 수행하는 전산쿄드 헤게로서

IBM-PC용으로 1986년부터 계숙 개발.보완되어 왔다.

초기에는 최소단절군 계산용 KlRAP-Clπ과 고장수목 면집용 KlRAP-재EE가 개발

되어 계통 신뢰도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그 후 최소단절군 면집율 interactive하

게 수행할 수 있는 KIRAP-RESULT, 불확실성 분석용 KI뻐P-UNCER1‘ 및

KIRAP-UNCUT , 기본사건 {basic event} 자료 관리용 KI뻐P-TDBEDIT퉁이 개발되어

l단체 확률론척 안전성 명가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율 κI뻐P으로 수행할

수 있계 되었다. 이중 계산 시간이 많이 틀어가는 최소단절군 계산 빛

불확실성 분석을 위해 KIRAP-CLIT 및 KlRAP-UNC lJf은 PC는 물론 Unix

Workstation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그 외애도 trAP , S틴'S， NUPRA

{고러 3.4호기 확률론척 안전성 명가에 사용됨)， CAFTA {월성 2호기 확률론적

안선성 명가에 사용중)로 작성펀 고장수복을 KI뻐P용으로 변환하기 위해

KIRAP-CONVERT 가 계발되었다. KIRAP은 표준원전， 영창 3.4 호기， 울전 3.4 호

기동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판 많은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에 사용되어

오면서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으며 사용자와 요구에 의해 많은 사항이 계숙

보완되어 l단계 확률론척 안전성 명가 엽무 수행에 척합한 천산쳐l체가 구성되

었다.

이번 연구 년도에서는 그동안 사용시 불연한 정툴. 륙히 PC에서의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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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혹 문제. 고장수록 및 사건수북 그립 출력 보완· PC 및 Unix WorkstationOf1 A-J

워 화얼 호환성 문채풍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율 보완하였다.

- Watcom-C 386 campi ler로 재 compile되어 386-PC의 확창 메모리의 사 용율

가농하케 하므로써 처리할 수 있는 사건 (Event) 수 및 최소단철군의

수가 기존보다 커짐

- 사건수북 구성및 그립 출력용 펀산코드 KlRAP-ET 개발

- Postscript 및 HPGL 호환 프린터로 고장수목 및 사건수묵의

그립 출력 가능하게 보완

- 고장수복 그립 출력시 각 청점사건률에 대한 페이지 번호 입력 가능

- 입력을 져장후 다시 읽어들일 수 있게 하므로써 각 쿄드의 자동 대포 기농

올추가

- 최소단절군 펀칩 기능 보완

- Unix 및 PC에서 같은 입출력 화일 사용 가능토록 보완

- 기타 사용서 불면하였던 점를 보완

KJRAP Release 2.0은 확장 메모러 사용때문에 386-PC급 이상에서만 수행될 수 있

으며 다읍과 같운 환경이 필요하다.

- 386-PC 이상

- MS-OOS 5.0 이상 또는 PC의 확장 메모리 처리 소프트웨어

- Color monitor (VGA 이상 추천)

- 2MB 이상의 메모리 추천

- Rational System의 DOS/4G Extender 필요

이중 cur과 lJNCUT은 Unix Workstation에서도 수행될 수 있어 계산시산이 많이 컬

러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림 l은 확률론척 안전성 명가의 주요 업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벌천소

계풍 및 운천둥의 자료를 모으고파악한 후， 신뢰도 자료흘 확랍한다. 고 다옵

사건수북 구성과 고장수북 구성율 하게 띈다. 사건수북. 고장수몹의 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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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나연 작 계홍 고장수몹 및 깎 샤건수목 사고경위에- 대한 최소단철군율 구한

다. 다음 필요하면 최소단절군에 휘북인자 (recovery factor) 불 고려하여 수

정하고 민감도 및 불확실성 분석울 수행한다. 따지막으로 이 결과률율 해석하고

분석결과를 쩨시한다.

그림 2는 KI뻐P와 각 코드 및 사용되는 화일률칸의 판계률 나타내고 있다.

그립 1과 비교하면 신뢰도 자료는 T뾰E의 일반자료 (generic data) 처

리모률에서 정리되며. 고장수몹 및 사건수목윤 각각 깨EE와 E1‘률 이용하여 작

성훨 수 있다. 작성된 쪼든 계통 고장수몹의 사건 착료는 TDBEDIT어1 의해

정리된다. 최소단절군 계산은 αn’ 또논 RESULT애 의해 계산원다. 민감도

분석은 C따아나 R웰ULT로， 불확실성 분석은 UNCERT나 UNClJf으로 수행된다.

나. KIRAP 쿄드 모률

KlRAP Release 2.0운 TREE Version 2.5a, cur Version 3.5a, RESUl‘T

Version 2.5a, UNCERT Version 1.4a, TDBEDIT Version 2.3a, ET Version 2.1a,

UNCUT Version (3.5a + 1.4a) , CONVERT Verson 1.3a 의 천산쿄도률로 이루어져

있다. 각 코드모률에 대한 자세환 설명은 K1RAP 사용자 설명서애 주어져 있

다- 다읍은 각 코드모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 ET : 사건수묶 구성용 전산코드로 이번에 새로 개발된 코드이다.

ET 는 사건수롬율 PC의 운자그래픽율 이용한 화면에셔 칙접

입력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사건수북 그립을 프린터 (Postscript

또는 HPGL) 로 출력힐 수 있다. 사건수몹은 El‘ 화일에 져장된

다. ET는 다중 가지 (multiple branch)률 입 할 수 있으며 각

가지에 대한 설명.확률， 각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확률.

결과둥율 입력하고 그럽으로 출력할 수 있다.

- TREE : 일반 선뢰도 자료는 TREE의 일반자료 처리모률율 이용하여

정리.입력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GDB 확일어} 저장된다. T뾰E는

고장수목율 PC의 푼At그래픽을 이용한 화변에서 직접 입력하고

12



수정할 수 있으며 고장수목 그럼올 프린터 (Postscript 또는

HPGL)로 출력할 수 있다. 각 정쩔사건 빛 천이게이트 (transfer

gate)에 대해 페이지 번호 매김이 가농하여 천이 게야트률의

페이지， 또한 어느 페이지에서 오는지， 어느 페이지로 가는지

가 모두 고장수목 그립에 함체 출력된다. 깨EE에서 고장수

목 입력결과는 3가지 화일에 저장되는데 고장수묵의 논리는

f1'D 화혈에， 각 사건의 자료는EDB 화얼애 저장되고 이률은 다

시 TREE에서 얽혀져 사용될 수 있다. aπ 화일은 고창수북의

논리률 Boolean식의 형태로 저장하며 이 화일운 aπ 또는

RESULT 코드에서 사용된다.

- TDBEDl T . 각 계통 고장수목에서 생성된 사건와 차료릅 모아. 축 모든 사건

자료룰 관리하는 코드이다. 사건자료는 NDB 화일에 져장되어

ClIT. RESULT. UNCERT. UNαπ 풍얘서 사용된다.

- cur : 최소단절군 계산， 중요도 계산을 수행하는 천산코드로서

batch 모E로 수행된다. ClIT은 PC 및 Workstation 에서 수행휠

수 있어 수행시 깐이 긴 경우에 Workstation 에서 계산율 수행하

므로써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ClIT은 SETS 효드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자 프로그램 (user program) 율 작생하여 원하는

작업율’ 수행할 수 있으며. 최소단절군율 top-down 이나

bottom~up algorithm어l 의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 초보착에

게는 연러힘을， 또한 사용자가 작성한 사용자 프로그랩에 의해

원하는 방식으로 최소단절군율 계산할 수 있어 KI뻐P에 익숙

한 사용자에게논 다양한 가농을 제공한다. απ의 결과인 최

소단절군들은 미K화일이나 또는 TSV화일에 저장된다. 미K 화

일은 주어진 정점사건율에 대한 최소단절군만 Boolean 식의 형

태로 저장하여 CUT 화일과 유사하게 다시 얽혀척 사용할 수 있으

며， 반면에 TSV화일은 ClIT에서 작업중인 모 든 정보 (최소단철

군， 선뢰도 자료풍)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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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 . cur과 유사한 기능율 하는 코드로서. cur의 기농올 모두 포함

하고 있으며 모든 작업융 interactive하게 수행한다. RESULT는

최소단철군율 수정.현집할 수 있어 최종 최소단절군 결과에

회북인자률 반영할 때 사용휠 수 있다. 또한 중요도 계산이나

간단한 빈감도 계산율 interactive하게 수행하고 그 결깎률

바로 계산할 수 있눈 장점이 있다.

- UNCERT : 불확실성 분석율 interactive하께 수행하는 천산코드이다.

- UNClJf : Cl!f에 불확실성율 쩨산하는 기능율 추가한 코드이다. UNCl!J’운

PC및 \\'ol'kstat ion 에서 수행될 수 있다.

- CONVERT : NUPRA , CAFfA, SETS. FTAP용으로 작성된 고장수북율 KI뻐P용

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원다.

다- 사용되는 화얼똘

기존에 사용되면 이진 화일 (binary file)들. lDB 빛 SAY 화얼틀은 PC 및

unix Workstation , compiler동의 호환성 문제로 KIRAP Release 2.0에서는

더 이성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이둘은 NOB 맞 TSV 화얼로 대치되었다. KlRAP

에서 사용되는 화일들은 다음과 겉으며 모두 일반 문자열 화얼 (text file)로 이

루어져 았다.

- GOB File : 얼반 자료 화일로서 기기종류 및 고장 모드에 대해셔 신뢰도

자료률 포함하고 있다 KlRAP TREE에서 사견을 입력할 혜

그 사건의 기기종류 및 고장모드에 대한 일반 자료가 존재하

면 일반 자료에 주어져 있는 신뢰도자료률 사용한다.

- FTD Fi Ie : 고장수목의 논랴률 저 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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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B File: 고장수북에셔 나타나는 사건의 자료 (이륨. 신뢰， 자료， 설명}

를 저장한다. 각 사건의 자료는 일차척으로 일반 자료로부터

따오며 일반 자료가 없으면 사용자가 입력해야 한다. 그

후 원하는대로 각 사건의 자료률 수정할 수 있다.

- CUT File: 고장수목의 논리를 Boolean식의 형태로 저장한다. 이 화얼

CUT 및 RESULT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 LNK fi Ie : απ과 RESULT에서 계산된 최소단쩔군율 Boolean식의 형태로

저장하는 화일이며， 또 다시 ClJf과 R똥ULT의 입력으로 사용

될 수 있다.

. - TSV Fi 1e : ClIT 및 RESt;ιT에서 작엽중인 식 {고장수몹 논리와 최소단절군

풍의 Boolean식) 불과 사건의 이름， 명균을 모두 화일에 져장

한다- 이것은 ClIT• RESULT. UNCERT. UNClIT에서 다시 읽어

틀일 수 있다. TSV 화일은 작업중인 내용율 그대로 저장하였다

가 다시 읽어들이기 때문에 TSV화일울 얽어 들이면 기존 작업

중인 내용은 사라잔다.

- NOB ‘ Fi Ie: EDB 화일틀율 모아서 정러한 화얼로서， 모든 사건에 대한

자료 (이름. 신뢰도자료， 설명)를 저장하고 있다. 이 화일

은 TDBEOIT에 의해 생성되며. απ. RESULT , UNCERT,

UNCUT에서 사용된다.

랴. KIRAP얘셔의 작업

일반적으로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구성.분석동 Kl뻐P에서의 작업은 다읍과

같은순으로 이루어진다.

(I )ET 코드를 이용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고 사건수목의 그립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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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EE 코드률 이용하여 일반자료률 정러한다. 일반자료는 각 기기총류

및 고장모E에 대한 산뢰도 자료이다.

(3) 다음 TREE에서 각 계롱와 고장수목융 구성한다. 구성된 각 고장수록에

대한 내용은 *따D. *.£DB. *.cur에 져장된다.

(4) 각 계통 고장수목의 전이께이트 (transfer gate)툴울 정리하고 이률을 혜이

지 묵록에 저장한다. 그러고 이률에 대한 고장수북 그림율 출력한다.

(5) 모든 고장수목이 구성되면 TDBEDIT 코드를 이용하여 모든 EDB 화얼툴율

모아 NOB 화얼쓸 구성한다. NDB 화일은 모든 사건에 대한 신뢰도 자료， 셜명

동융 저장한다.

(6) ClJT이나 RESULT 코드에서 각 계통에 대한 cur 화일 (고장수몹)과 NDB화

일 (신뢰도자료)율 이용하여 각 계통에 대한 최소딴철군율 구한다. 사건수

몹의 각 사고경위률올 Boolean 식으로 clπ이나 RESULT에 입력하여 최소단절

군을 계산한다. 그 결과는 LNK 화일에 Boolean 식 (equation) 의 형태로 저장되

거나 또는 TSV 화일에 저장되는데 이들은 다시 CUT 이나 표SULT에서 사용할 수

있다. Clff은 batch mode로 수행되므로 많은 양의 계산울 수행할때 유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Workstat i on에서 계산을 수행힐 수도 있다. RfSULT는 CUT의

계산기능율 interact i ve mode에서 사용하여 최소단철군율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최소단절군율 편집할 수 있는 가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απ이나

RESULT에서 착엽중인 모든 것을 TSV 화일에 져장 하였다가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고장수목 및 사건수목 사고경위에 대한 최소단철군 계산은

ellπ을 이용하여 계산하며， 최소단절군에 회북인자의 추가 및 불필요한 최

소단절군의 삭제동， 최소단절꾼의 수정윤 RESULT 코드를 사용한다.

(7) UNCERT 코드에서 TSV화일 (최소단절군을 저장)과 NBD화알 (신뢰도 자료

를 저장) 을 입력으로하여 불확실성 껴l산을 수행한다. (또는 UN다π 효도률 어용

하여 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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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각 사건의 자료 양식

KIRAP에서 각 사건의 ‘ 신뢰도 자료의 양식은 분포에 관한 자료와 고장형랴에

따른 자료로 크게 구분된다. 먼저 고장형태에 따른 자료는 cal-type.

lamda. tau로 이루어진다. 사건의 명균 mean은 cal-type에 따라 lamda. tau

에 의해 계산된다. 또한， 분포어l 환한 자료는 명균 (mean ), 오차인자 (error

factor ), 분포합수종류 (Dist-type) , uncertainty correlation number로 나쉰다.

KIRAP애서 사용되는 각 사건 자료는 다음과 같은 항률올 가진다.

- Name : 사건의 이름

- 분포자료

Mean : 명균 이용불능도

Erl~or Factor : lognormal 분포의 error factor

Dist-type : 분포합수 종류 (현재는 lognormal 분포만 허용됩 )

Cor-no : uncertainty correlation number

- 고장형태 자료

Cat-type: Mean 계산 방법 지정

Lamda. Tau : Type에 따라 의미가 다릅. 아래에서 설명

- Descri pt ion . 각 사건에 대한 설명

이충 mean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되는 자료가 아니라 다읍에 주어진 방식으로

껴l산펀다.

- Cal-type = 0

Mean = 녀mda로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작동요구고장

(de뼈nd fai lure) 일 경우에 사용펀다.

- Cal-type = 1

Mean =뻐mda * Tau로 계산된다. 주로 작동요구시간

(mission time) 동안 부품이 고장날 확률윷 체산할때

사용된다. ’ Lamda는 운천고장율 (r‘.II1ning fai 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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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e }, Tau는 작동요구시칸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또는 계속 감시되악 고장이 나면 축시 수리되는 부품의

이용불농도률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이 경우에 낭mda는

고장율 (failure rate ), Tau는 명균 보수 시깐율 나타

낸다.

- Cal-type =3

Mean = Lamda * Tau/2로 계산된다. 주기척으로 시험，

점검되는 부품의 이용불능도률 계산하거 위해 사용된다.

Lamda는 대기고장율 (standby failure rate) , Tau는 시

험주기 (test interval)을 나타낸다.

반면에 분포에 관한 자료는 mean. error factor ,

dist-type , cor-no로 이루어진다. 이중 m않n은 위어i서

주어진 바와 같이 계산되며， error factor는

lognormal 분포의 오차 인자로서 9~값과 50%값의 비이

다. dist-type은 분포합수를 나타내며 현재는 L

( 1ognormaI )만 허용된다. cor-no는 uncertainty

correlation number로서 같은 cor-no의 사건은 불확실

성 분석시 같은 표본값을 사용한다. 다읍은 사건 자료

의 한 예률 나타낸다.

Name .안뻗멘l ‘. 턴I. _ 보복!-=-..!:YEEE.L_띤仁쁘Z <cal-tyPe, lamda , tau. >

XXPPR091A (2.4e-04 , 10.0 , L, 0) < I , 1.08-05, 24.00>

여기서 명균 mean (2.4e-4) = lamda (i.Oe-5) * tau (24.아로 계산되었으며 분포

함수는 Lognormal을 따르며 , error factor는 10, cor-no는 0 으로서 correlation

number는 지정되지 않은 껏을 나타낸다.

바. 커입력 져장 읽읍 기능

KJRAP의 각 코드는 사용자가 작업종 입력한 모든 키 엽력은 화얼에 저장

하는기놓올 가지고 있으며 이 커 입력율 다시 얽어툴여 코드률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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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 기능은 각 코드의 데모 (demo)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각 표드의

사용법은 다음과찰이 3가자로 나쉰다.

C) TREE386

C) TRE£386 w Key-file

C) TREE386 r Key-file

헛번째는 키입력을 저장하거나 읽지 않고 코드를 수행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이고 두번째는 사용자가 사용한 키입력을 Key-file어l 저장하는 방법이고

세번째는 사용자가 직접 키률 입력하는 대신 key-file에 처장된 키입력율

받아 코드률 수행하는 방법이다.

사. 차푸 개벨 째획

KIRAP은 1986년부터 계속 개발되어 사용되어 오는 천산효드 체계로써 표준

원전， 영광 3.4 호가， 울진 3.4 호기동의 확률론척 안천생 명가 업무에 사용되었

다 KIRAP Release 2.0에서눈 기존의 불면한 점들율 보완한 것으로써， 륙히

KIRAP을 모두 386-PC 용으로 전환하였다. 앞으로는t 386-PC용으로 펀환하면서

발생혈 수도 있는 문채점틀을 보완하고， 현재의 KlRAP Release 2.0운 286-PC때서

는 수행야 되지 않는데 기존 286-PC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힐 계획이다. 또한

PC 및 uni)( Workstat i on에서 동시에 ClIT이나 UNCur동을 사용할 때 회일의 호환성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입력 화일을 새로 착생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

데 같은 화일이 PC 및 unix Workstation 에서 수정없이 같이 사용훨 수 있도

록 보완할 계획이다.

지금 현재 KIRAP 의 일부 기능 (고장수목 및 사건수북 편집 )을 Windows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엽이 진행충에 있다. 이 작엽아 완료되면 KIRAP의 모든

기능율 Windows 애서 사용할 수 있도확 할 계획이다.

사고경위 계산이 완료펀 후， 결과 분석 및 결과 져l서는 분석자가 모든 결과롤

정리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KIRAP의 결과를 그래픽 및 표의 형태로 정리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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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전산코드률 개발중에 있다. 이 코드는 일종의 KIRAP Post-processor

로서 모든 결과를 정리.저장하여 확률론척 안전성 명가에 익숙한 분석자가 아니

더라도， 쉽게 결과룰 분석하고 민감도 분석올 수행할 수 있도룩 개발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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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PRA
CA.fTA ,

SETS
FfAP

NOB File

roBED"돼’

Total Event Data
Managεr

Total Event
Data

Fault Tree
Conyζ.rsion

CON합lE1R.l’

EDB File

Fault Tree Logic

Event Data

Fault Treein the form
of Boo]1때1 EquationCUTFile

T쨌lEE.

GDB File

GeneπcData

Fault Tree Editor

Uncertainty
Analysis

UNC묘iT/UNCUT

Faull Trees
Cut Sets

Cut Sets in the [onn
of Boolean EquatIonLNKFile

qrr I RlESU1LT

Cut Set Generation
Importance Analysis
Sensitivity Analysis

USR File ) Event S어uence
Equations

JET

Event Tree Editor
ET File

Event Toκ:c

μIgle

그럼 2. KIRAP의 흐톰도 및 사용되는 화알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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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북척은 PSA 수행에서 가장 가본적인 입력 자료가 되는 일반 신뢰

도 데이타빼이스 (GOB. Generic Data Base) 률 구축하는데 필요한 방업론을 재벌

하고， 실제로 이률 적용하여 데이타베이스률 구축하는데 있다. 산뢰도 데이타

베이스는 사고 경위 (accident sequence)률 정량화 하는떼 입력 자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고장수폭을 구축할 때에도 기초사건을 정의하는데 필요하다.

신뢰도 데이타베이스 구축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활 수 있는 사고경위

(accident sequence)의 정향화에 필요한 인자(parameter)들악 값과 야둘의 추

정에 따르는 불확실성(uncertainty)울 추정하여 PSA 수행에 필요한 입력자료

률 구축하눈 것이다‘ 이 연자들은 사고경위를 구성하는 기본 사상틀의 발생

확률을 의미하며. 통껴l 적 기법을 이용하여 경험적 자료 (기기고장이력. 보수이력

둥) 로부터 추정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셔 수행왼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일반 신뢰도 데어타베이스 조사

- 야틀 자료원으로부터 적절한 자료률 선별

- 일반 선뢰도 자료 처랴 코드 개발

~ 확률모델의 인자들을 추정하여 초기 신뢰도 데이타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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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존 얼반 신뢰도 대이타빼이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일반 신뢰도 데이타베이스(D/B)는 ALWR URn PRA DIB [62]

빛 lAEA DIB (84] 에서 인용된 DIB틀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천자는 마국내의

DIB를 대표하며. 후자는 유럽의 DIB률도 포합한 것이다. 천~t의 륙징으로는

8개의 발전소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야다. 이 자료는 보고셔가 개정될 때마

다 같이 개쩡되어 왔다‘ 이렇게 조사된 일반 신뢰도 DIB 문헌의 수반도 30개

가까이 되며， 이는 기 수행된 PSA에서 인용한 거악 모든 자료률 포함하는 분량이

다.

(1) ALWR URD DIB

이 데이타베이스는 EPRl 에서 발행한 ’ Advanced Li양lt Water Reactor I Uti 1i ty

Requi I'ements Document' 에 수록된 것으로서， 신형안천로 연구 [16] 에서는

1989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990년 8월에 발간된 보고샤률 참

고로 하였다. 이 DIB논 초기 일반 신뢰도 DIB를 구축하는데 실쩨로 사용

되었고， 이에 대한 상써한 설명은 기술보고서 (1 7) 에 나와 있다.

(2) I AEA 기기 신뢰도 데이타 (PSA용)

이 D/B는 1988년 10월 J ，~Ei\의 겨술보고서로 발간되었으며， ALWR DIB에서 미국의

자료를 증심으로 한 것과는 달러. 광범위한 유럽의 자료 및 BWR자료까지표. 망라하

였다. 이 DIS의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17] 에· 기술되

어 있다.

~.'-캔욕

(1) 소요인력: 7 man months

(2) 고장기록: 약 1000 records

(3) 인용된 자료원 : 21 data sources

(4) 참고만을 위한 자료: Heavy watel- reactor , Old PWR

(5) D/B의 행태. dBASE 1I I. 혹은 pl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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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의 일부로코드PSAPACK수행용l단계 PSA
개발-폼점-
IAEA얘서 개발한

서 D/B 개발.

uu

때푼에 직접척인 수치 계

고장용있다.

DIB의 용도 :

- DIB 자체로 이용 :

사용된 dBASE II I 에

산이 불가농하다.

- PASPAO< 코드에 이용 :

1‘ormat율 PSAPACK 코드에서 읽어툴여 처리할 수

새로운 양식으로 읽어들여 수치계산이 가농하다.

문착형태로 입력되었기

Text
。

‘-

c.

Q" -ιB 앞질

l 행
4 행
l 행
l 행
2 햇

5 햇

X 햇
2 행
l 행
3 행

21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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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ding 시스템

- 4개의 푼자로 구성

22개의 기기 유형

각 유형별로 l내지 10개의 그룹

4307" 가기 종류

고장모E

(자료출처}

( 3) 얼반 고장모드

다양한 고장형태를 종합.

닫. 되l으딴펜으I츠-임-zLZ.L-

1000개의 record , 4078의

고장모드룰 갖는다. 4가지

기기가 있으므로 기거당 명균 2.2 개의

주요 기기법주 및 기기종류는 다읍과 잡다.

(1) 기계적 기기

- piping (F)
- heat exchangers (H)
- control rods and drive mechanisms (0)
- pumps (P)
- HVAC and air handling units (Q)
- val ves (V·)
- stl~ajnel‘s/fj 1ters (Y)
- other mechanical equipment (J)

(2) 전기적 기기

- transformers (T)
- relays (R)
- motors (M)
- conductors (C)
- batteries and chargers (B)
- c i rcu i t breake.·s (K)
- othe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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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측저l어 설비

- sensol~s ( A)
- instrumentation (channel) (I)
- transmitters (l)
- signal conditioning system (N)
- swi tches (S)
- other (U)

(4) 비상 전원 공급원

- diesel generators &
gas turbine driven generators (D)

G_휠옳죠t률월

(1) 일반척 특성

21개 출쳐

(가) 발천소 고유 자료

NlIREG 4550 (Vol.3. Surry NPP)
>;: Updated data *
Oconee NPP PRA
Zion NPP PRA

(나) 보고 시스템으로부터의 자료

* LER *
NUREG/CR-1205
NUREG/CR-1363
NUREG/CR-1331
NUREG/CR-1740

(다) 전문가 의견 및 운전경험에 근거한 자료

IEEE Standal'd 500 (77) : 전문가 의 견

(84) : 경헝
NlIREG/CR-2728 IREP : EGG-EA-5887의 D/B에서 발훼

NUREG/CR-2815 : 전문가 의견 + IREP D/B
Sizewell B Assessment
WASH-1400
NUREG 2886. NUREG 3831 : 한정된 수의 발천소 운천경험

Shoreham NPP PRA-GE data : GE 발전소틀 만의 운천경험

(2) 각 자료원의 특성

야에 대한 설영은 참고문헌 [I 7] 얘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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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도 자료 처리용 천산표드 채발

(1) 신뢰도 자료의 유형

본 연구의 폭척은 원자로의 안전성 명가에 필요한 기기 고장 자료률 구축하기

위해 일반 고장 자료 빛 발전소 고유 고장 자료를 쳐l계적으로 합성하기 위한

컴퓨터 코드의 채발에 있다. 고장자료의 분석율 위해 Bayes 이론울 푸번 쩍용하

여 처리하논 야단계 Bayesian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기기 고장율에

대한 사전 분포 {Prior distribution}률 가정하고， 일반고장자료률 이용하여

이률 개선하여 일반기거 고장 분포툴 얻는다. 2단계에서는 이를 최종 고장

옳 분포에 대한 사전 분포로 이용하고， 발전소 고유 고장자료률 입력하

여 Bayesian 처리률 거쳐 최종척인 기기 고장옳 분포롤 얻는다 [I6].

우리가 어떤 륙정 기기에 대한 고장율을 결정하고자 할때， 다읍의 내가지 형태

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힐 수 있다.

E1 ; 그 기기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공학쩍 지식

E2 : 다른 발전소에서 유사기기의 과거 고장자료

E3 : 여러 발전소의 운전이력을 검토하여 전문가가 추정한 고창자료

£4 : 해당거거외 과거 자료

여기서. 쳐읍 세가지 정보 E1 , E2 와 £3 는 일반정보이며， £4 는 발전소 고유정

보이다.

이 세가지 형태의 정보률 이용하여 기기 고장율의 분포률 추정하는 2단계

Bayesian 방법은 ·신형안전로 개발’ [16] 에서 설명되었으며， 여기서는 각 정

보의 형태률 설명한다.

A. 정보 £1 의 형태

일반적으로 기기 고장률의 분포는 lognormal 로 가정된다. 고 이유는 거기

고장률이 아주 작은 앙수야기 때문에 분포의 왼쪽 꼬리가 짧은 반면. 오른쭉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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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이 lognormal분포는 원천 기지와 고장율 분포로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왔고. 그 유용성이 입중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I6].

B. 정보 E2 (일반 발전소 자료) 의 형태

M 개의 상이한 발전소로부터 취합한 동일기기에 대한 고장자료는. (l) 운천충

고장의 경우 관측시간 Tm에 발생한 고창회수 Xm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2)

기동 고장의 경우 기동 요구수 Om에 대한 기동 실돼수 xm으로 나타낼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베이지안 방법에는 두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가정은 ’톡립

성의 가정’으효서 ’ M개의 기기둘의 고장율은 서로 톡립’이라논 것이다.

이 가정은 일반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가정윤 ·동얼생의 가정’

으로서 ’이 M채 기기들의 고장윷 빛 그 분포는 통일한 것’요로 가정한다.

이률 겁정하는 데는 [1 6] 에서 소개한 통계적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 두 가지

가 있다. 정성적 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쩨공한 기기률이 쩨작자， 기기사양，

운전모드 및 환경， 기까경계 둥이 동얼한지률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룹 검증하기는 업지 않다.

c. 정보 E3 (일반 문헌 자료) 의 형태

다양한 종류의 일반 기기 신뢰도 데이타베이스가 존재하는데 이는 앞 철에

서 설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판 MPRDP code에서는 거의 모든 형태의 자료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읍과 같다.

- 고장율 분포의 명균값과 error factor가 주어진 경우

- 고장율 분포의 중간값과 error factor가 주어진 경우

- 고장율의 명균값과 표준연차가 주어전 경우

- 고창율의 명균값 흑은 중간값 만이 주어 진 경우

일반 문헌 자료 중 el'l'or factor 없이 median 딴 주어진 경우나， mean만 주어

진 경우도 있다 MPRDP code 에서는 이랜 경우 O율 입력하변. missing data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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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maximum entrophy이론에 보수성을 가미하여 가장 타당한 값융 자동척으

로 주도록 program 되어 었다.

D. 정보 E4 (발전소 고유 자료) 의 형태

륙정 발전소의 기 기 별 운전시 간 및 고장수， 혹은 de뻐nd수와 고장수가 이

에 해당된다. 즉 해당 거기에 대하여 수칩펀 운전사간 TS (기동 고장의 경

우 기동요구수 OS) 와 이 기간동얀 관측된 고장회수 XS로 요약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신뢰도 자료 쳐리 바버로
。t:I L-

현재 가장 많이 그러고 거의 유일하게 이용되는 방법론은 Kaplan이 채안한 ’ 2

단계 베이지안 처리볍’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 방법론율 적용하여 개발한

BAYES 코드 [16] 의 약점을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MPRDP (Mul ti - Purpose

Re I jab iIi ty Data Processor)를 개발하였다， 이는 연구에 필요한 기농과 설제적

PSA 수행에 휠요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기농이 확장휠

예정이며， 신뢰도 자료 수집 시스템과 종합척 PSA 수행 코드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A. I단계 베이지 안 Update

이 단계에서는 일반 발전소 고장자료(generic plant data)와 얼반 고장 자

료(genel'i c book data)를 취합하여 일반 기기 고장윷의 분포를 계산하는 것을 북

척으로 한다. 수행 절차는 [16]. [18] 에 설명되어 있다. 기존 방법홉과의 차

어는 [ 19] 에 기술되어 있다.

B. 2단계 베이지안 Update

이 단계에서는 l단계에서 추정된 일반 가기 고장올의 분포률 사전 (prior)

분포로 받아틀여 발전소 고유 자료와 처 리하여 개선된 사후 (posterior) 분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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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다. 일폐로 Oconee PRA나 Seabl‘ ook PSS에서는 자체 개발한 코드로 일반

자료와 발잔소 고유 자료를 처리하여 D/B룰 구축하였다. ’야의 수행 철차는

[I 61. [1 8] 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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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PRDP Code의 쩨계

MPRDP code는 사용자가 많은 선택악 폭율 가질수 있도록 다양한 option 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었으며， 따라서 여러 subroutine률로 구성되어 있다. MPRDP

code의 체계는 [I6] 의 그립 8.3-1 에 수롭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륙별

히 입력 고장율의 분포 및 처리 후 결과 고장율의 분포툴 한 눈에 알아불 수

있도록 도표를 구성하는 까능율 추가하였다 [17] . 각 subroutine에 대한 상세

한 설명은 (i8] 에 기술되어 있으며. 간략한 설명과 구성 및 사용방법 둥운

[1 6] 에 기술되어 있다.

랴. 예비 얼반 신뢰도 대이타빼이스구축

본 연구에서는 ALWR URD PRA DIB [62] 빛 IAEA DIB [8입률 근거로 하여 예비

척 성격의 일반 신뢰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였다 [I7]. 이미 신형안천로

연구 [1 6] 에서 DIB를 구축한 바 있으나 당시 사용된 자료가 이마 변경되어 발

표되었고 [62] . 미국 발전소의 자효에만 편중되었던 점율 지양하여 전 세계

적 자료를 포함하는 lAEA DIB를 접가하계 되었으며 ALWR 자료로 최근의 것율 이

용하였다.

대상기기논 약 100개로서 기존 발천소률의 주요 기기툴이 거의 망라

되었다 ALWR URD에서는 전문가의 주완적이고 정성적인 분석올 용하여 기기 고장

올의 점 추정치 얀을 제시하고 있눈데 본 연구에서는 자체 개발판 MPRDP 코드로

원 자료를 척리하어 점 추정지 및 불확실성 추정치률 구하였다. 고장옳

분포로는 lognol'mal 분포가 낼리 이용되묘 았으므로 이를 사용하였으며， 따

라서 고장률의 평균값 추정칙와 error factor 추정치를 혜시함으로써 고장율

분포률 구축하였다.

두 개의 DIB로부터 인용한 DIB의 수는 28가지에 이르며， 이는 기존 PSA 연구

에서 인용되었던 일반 신뢰도 DIB를 거의 모두 포함하논 것이다. ALWR 때D PRA

DIB에서 인용된 일반 발전소 자료도 포함하여 처리하였으며. 처러결과는 세가지

헝태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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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형태는 일반 데이타베이스 수집 양식으로서 각 지기 고장모드 별로

입력펀 자료출처 및 그 추정치， 그러고 일반 발전소 자료 둥율 처리 결과(명균

값 및 error factor)와 동일한 표에 같이 정러한 것이다. 이 양식백는 번 칸

율 마련하여 최종척 결정 빛 주석을 분석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두번째는 입력된 고장율 분포 빛 최종 분포의 명균값，5%값 빛 95%값올 하나

의 그럼에 표시하여 한 눈에 자료출처별 고장율의 연이 및 최종 분포의 범위룰 알

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된 결과를 명균값 및 error factor로 정리하여 하나의 표에

정리하였다. 이 표논 PSA 수행시 예비 정량화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발전소 고유 자료가 가용한 경우 베이지안 처 al률 위한 사천 (prio r) 분

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축된 niB와 의의로는 먼저 가장 왕범위한 일반 신뢰도 차료률 망라

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아다. 기존의 알반 OIB의 자료원은 보통 3내지 5개이며

많아야 10개룰 념;(1 못한다는 점율 고려힐 때. 아 D/B는 30개 가까운 일반

자료원울 고려하여 구축된 것이다. 둘째 의의는 주환척인 션택을 지양하고，

처I계척인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장옳의 분포롤 추쩡했다는 점이다.

Oconee PR，l\나 Seabrook PSS에서는 이미 이 방법을 이용한 바 있으나， 국내에서

는 신형얀전로 연구 [1 6] 에서 88년도 판 AL \VR URD PRA DIB률 기초로 구축한

O/B 이후에 처음 서도된 것이다. 같으로 국내에선 쳐음으로 수집된 고장

율와 분포 빚 결과 분포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PSA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손업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0\는 사용된 코드의 정성적인 검중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철언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알려진 일반 신뢰도 DIB의 구생 및 륙생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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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척의 일반

이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신뢰도 자료률 처랴할 수 있

는 코드가 개발되었으며 연구적 북척으로도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이 첨가되었다.

악되었으며 실제로 이들이 제공하는 신뢰도 자료를 처리하여 예비척

신뢰도 D/B를 구축하였다.

가정하에서 처리되었다는 첨에서 예비자료간의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톡럽성의

벗어 버릴

국내에서 개발된 어떠한 일반

사용하기에는 충분하며，

많은 자료률 참고하였으며 객

기존의PSA에예비없으나.수’성격율척

신뢰도 DIB 보다도

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띈다.

먼저 국내외의 일반 발전추후의 연구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대멸할 수 있다.

。l률 위하한다.개발하고자서스템을。1 J:;.
-“ '-체계척으로 수집할 수소 자료를

데이타베이스 구축 쳐l계률 확립하고자 한

마련할 것이다.

양식을 개발하고，어 선뢰도 자료 수집

둘째로는닙l-o l- 。
。i!을~구채척인신뢰도 자료륭 수집할또한다.

쉽게 만이용율환경을 개선하여사용자문제로서.개선자처l 의코드처리

끝입출력을 간편하게 만률고자 한다.연결하여시스템과~;d1-8자료
t= .....
듣!...)!...

고이률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개발하고 코드에 살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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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원자로 안전성 연구’[132] 이후 PSA논 원전 안전성 명가의 주요 방법으

로 사용되어왔다. 최근 수행된 다수의 PSA 보고서들율 보면， 내부 사건으로 인

한 노심손상빈도의 대부분을 ·공통원인고장’ (CCF, Common Cause

Faj Iul~e) 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SA의 결과는 여 CCF

에 대한 명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께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율 당연한 것으로

받아툴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CCF의 정의마저도 천문가에 따

랴 초금씩 차아가 있으며， 그 기원이 무엇이며. oJ를 정확히 명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 c\ 되지 않은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지 20년이 져난 지금. CCF의 거원 및 발전사. 그러고 기존 방법폴들의

장단점을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율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혹

척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2 ) 연구 배경

국내에서도 이미 CCFOfl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공롱원인

고장 분석방안’ 연구 [28] 에서는 계통신뢰도 분석에서 계통간 또는 부품율 간의

종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숙고장의 유형을 정라하고， 정성척 분석얘 있

어서 CCF 취급대상의 체계적 조사 방법. CCF의 일반원인. SETS 코드률 이용한

CCF 취급대상 파악 방법 등을 정려하였다. 또한 정량분석에 있어서 Be ta

Factor( BF) 방볍. Mul t i pIe Gr'eek Let ter(MG니 방법. Mul tiple De뿜ndent

Fai lur'e Fraction(MDFF} 방볍. Binomial Failure Rate(BFR) 방법 동 네가지 확률

모수 방법에 대한 정 cl플 하였다.

'ceF 변수추정 TOOL 개딸· 연구 [32.33] 애서는 실제 고장경험 자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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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F률 쉽게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PET-CCF (Parameter Estimation Tool for

Common Cause Fa i 1ure )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확률모수 방법외 하나인

MGl 방법에 기초한 것으로서 PROLOG의 그래픽 거농율 활용하여 사용자의 편의

률 도모하였으나. MGL 방법이 갖는 이론척/살제척 문제점툴율 모두 갖고 있다고

볼수있다.

’ AlWR URD CCF 검토’ 연구 [29] 에서는 ALWR URD [40] 에서 져1시한 Common

Cause Factor의 의미를 고찰하고. MGL 연수틀과악 판계식을 파악하여 이 값률

이 적절하지 못힘을 밝혔다. 이 후 발간왼 AlWR URD (4이 보고서에셔는 이 값률

이 대폭 수정되어 발표되었다. 그률이 이 검토보고서 [29] 의 내용율 보았는지

는 모르는 일이지만 국내 기술의 수준율 입증했다고 명가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또한 MGl 방법에 국한된 것아어서 그 활용에 제한성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 CCF 분석 펑가 방법의 개선’ 연구 [1 6] 에서는 PET-CCF의 개선 방안올 채

시하고 두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원인-효과 논리 도

떤 (Cause Effect logic Diagram)을 제공혈 수 있는 그래픽 기농의 개발. MGl 모

델 이외의 다양한 모델의 첨가. tl'ai n 수가 상이한 타계동약 자료룰 원하는 계

롱의 train 수에 맞게 변환시킬 수 있는 일반 공식의 개발， 그러고 MGl 모델

의 확률모수와 Alpha-Factor 모델의 확률모수 사이의 일반적 변환 공식 개발 둥

이 제안되었다. 이 중에 마지박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수러척인 해탑을 구하여

추후 쿄드 개선에 즉각 사용힐 수 있는 수식율 체꽁하였다. 그러나 이 연

구도 확룰모수 방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한 것이었다.

·공동원인고장 명 7~ 방법 연구’ [I 6J 에서는 PET-ceF의 틀을 벗어나서 고장 경

혐자료를 이용하여 CCF를 정량화 하기 위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률 이

용하어 CCF 정 량화 변수를 추정하는 전산코드 COCOA (computer COde for COmon

cause fai lure Analysis)률 개발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여타베이스와

COCO~률 이용하어 항후 국내 CCF 펑가에 이용힐 수 있는 CCF 청량화 연수도

명가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EPRI-NP-3967 [66]과

NUREG/CR-1363을 주요 자료원으로 하고 NUREG/CR-4780 의 쳐l계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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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여 eCF DIB를 구축한 점과. [16] 에서 제시한 일반공식율 쿄드에

접몹시킨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코E는 BASIC으로 되어 있어 PET-C다·의

그래픽 기능을 잘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우나 추후 연구에서 야 둘 코드의 장점만

을 추출하여 이론과 실제의 양 푹면에서 뛰어난 코드률 개발혈 수 있다고 판단된

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 [1 2]. (흑운 본 보고서 제 3절 참조)에서는 확률

모수 모형의 모수 명가에 필수척인 impact vector률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표

드를 개발하였다. 여는 기존의 전문가들이 명가한 impact vector툴울 입력

으로 하여 신경망 (nuel'a‘ net\~’ark)을 훈련시컴으로써 새로운 입력자료가 주어

졌율 떼 이를 전문가와 같은 수준으로 명가할 수 있는 첨단 기법이다. 아직은

기초적 단계이지만 좀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훈련시킨다면 상당히 유용

한 도구가 될 것이다.

결국 이제까지 수행된 국내의 연구에서는 네 가자 확률모수 방법에 (BF. MGL,

MDFF, BFR) 대한 정리가 있었고， 이 중에 MGl 방법만올 중접적으로 연구해온 경

향이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PSA에서 MGL 방법이 가장 많아

이용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혈 수는 없다. 오히려 설혜 적용 가능

한 코드의 개발에 힘써온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환다. 그

러나 이제 다시한번 eCF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그 기원을 규명하며. 과연 이제첫

주류의 자리를~ ;;c.1 격오던 확률모수 기볍 (륙히 MGL 방법〉물어 타당하며，

계속 사용할 것인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외국의 논문에서는 이러

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eCF를 자연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시

도가 행해진 바 있다(57. ill]. 따라서 우리가 우수한 이롤이나 묘드의 개발

둥 한 걸읍 더 나아가기 전에 한 번 뒤룹 몰아보고 현 기술수준율 정러한 후 새

로운 방향을 확럽해야 혈 것이다.

(3) 보고서의 내용

이러한 필요성혜 의하여 CCF

다. 이 연구는 분량이 방대학기

분석방법론 비교분석 연구가 수행되었

때문애 기술검토보고서 [20) 의 형태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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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7078 이상의 문헌이 조사되었으며. eeF의 기원， 확률므수 방법의

역사 및 비교분석. CCF 분석 체계， 기존 방법론의 문채점， 새로운 방법론. 실제척

활용 방안 및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룰 수록하였다. 본 보고셔에서

논 이 기술검토보고서 [20] 를 정리/요약하여 기술하였다.

나. CCF의 엑사

(l) eeF의 정의

CCF의 정의에 대하여는 상이한 여랴가지 견해가 있지만 여러 참고문헌올·

종합하면 ’다종계통에서 어떤 공롱된 원인에 의하여 둘 이상의 기기가 동사에. 홈

윤 비슷한 시기에 고장나는 사건’을 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CCF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NUREG/CR-4780 의 정의에 의하면 ’총숙고창

호르-발캘월잎와견 l톨효르많댈 내에서 기초사건으로

즈많， --특흐L긴긴--콕장울드울-합원휠-순-강는 수준까지 모텔이 개밥되는 겸우·률

의미한다. 혹， 다중고장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야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하나

의 고장모드를 갖는 기초사건으로 정의하여 인위척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 후에

발표된 [57) 의 연구에 의하연 종숙고장은 자연적 현상이며， 톡럽고장은‘이러한

현상의 륙수한 경우임어 밝혀졌다. 축 CCF는 인위적으로 생성된 용어이며， 이에

기초하는 확률모.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 eCF의 기원

CCF의 기원은 [111)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청러하면 다융과 같다‘

PSA의 논리모헬 구성에 있어서 많은 종속성의 원인틀야 모텔의 구조에 명확히 반

영된다. 전형적인 발전소 논리모델은 기본사건야라 불리우는 단위로써 구생된

다. 각 기본사건은 기기의 특정한 고장모드를 나타낸다. 사고경위의 정량화 과

정에서 지봉사건틀 간의 통계적 독럽성이 가정되어 왔으나， 과거 고장이력의 검

토 결과 유사기기의 다중 동시 고장 수가 폭럽성의 가정하에서 계산된 기

대치보다 높게 발생힘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사건물 간의 통계적

종속성뜰 l 반영하기 위해 CCF 모델의 개넘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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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공홍원인 기본사건률을 논리 구조에 추가하여 다중 기기고장의 발생빈도률

설명하게 된 껏이다. 륙. CCF는 기대치와 현상과의 차이를 셜명하기 위하

여 인위적으로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CCF의 발전단계

CCF룰 정량화 하기 위하여 처읍 시도된 방법은 [1 33]에서 이용된 ’한계 방

법 (Bound i ng Me thod ) . 얼 것이다. 이 방법은 이후에 채안원 Beta

factor(BF) 모헬 [65] 의 출헌 이후 거의 잊혀지고 있다. BF 모멜은 다중도의

영향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한척 성격애도 불구하고 간결성 덕분에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후에 고장의 메차니즙을 충격으로 설명하는 이항고장

옳 (BFR. binomial fai lu,'e rate) 모델이 제안되었다 [131 ], 공통원얀의 좁

더 많은 불21적 륙성율 확률적으로 모형화 하가 위한 노력은 두 가지 분야에서

지숙되어 왔는데， 공롱부하 (common load) 모텔같은 새로운 모텔의 개발과 [94 ],

기존의 단일 모수 모델의 변형， 륙히 모수 추정에 있어서 자료와 공학척 판단요

로부터의 정보룰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개선이 있어 왔다 [67]. 또한 큰 다

충성을 갖는 계통의 공통원인고장을 좁 더 정확히 표현하고 추정하기 위하여

타 모델들을 일반화하고 개선한 여러가자 다중모수 모델둘이 개발되었다. 이

에논 c- facto ,' 모텔 [64] , MGL (Multiple Greek Letter) 모댈 [95]. MDFF

(Multiple Dependent Failure Fraction) 모델 [I 22] . 까 Ipha-factor 모델 [97] •

PBf (Parti a I Beta Factor) 모델[81]， MFR (뻐 I tiple Fai lure Rate) 모델

[42] , RPS (Random Probability Shock) 모델 [89] 동의 확률모수 모헬과， 이률

웅용한 마코프 (Markov) 모델 [77.114 ], 그리고 툴리척 특성율 고려한 ISSI

(Inve/'se St,'ess-Stre ngth lntederence) 모텔 [74. 75] 퉁이 었다.

NLlREG/CR-4780에서는 1988년 당시의 CCF 분석 기술수준을 종합하여 분석절차 및

주요 확률모수 모염을 정 21 하였다‘

확률모델 개발과 영행하여 공통원인고장울 원인별로 분류하는 방법의 개발도 진

행되어 왔다 [6이. 근본원인 ( root cause)을 분석하는 방법과[104] 원인표

(cause table)률 이용하는 방법 [83] 둥이 제안되었다. 어떤 연구는 공롱원인의

취약접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과 여러한 방법을 전산화 하는데 중점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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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6. 117 , 78]. 또 다른 연구들은 자료 수집， 해석 및 분류 동의 문제를 다루

었다 [43 to 47, 55. 66. 112. 82 , 123J. 최근에 활발한 연구로는 자료의 부촉

으로 인한 정량화 방법론의 한계성율 극북하고 근본척인 공통원인고장 방지

잭옳 제시하기 위한 정성적인 접근방법의 개발 둥이 있다 [82. 110. 113].

이중 대표적인 것은 원인-방어 행렬 (cause-defense matrix) 기법이다

[113]. 또한 초건부 확률을 이용한 모텔 [79]. 상관계수률 이용한 모텔

[76] , 환경모델 [8L ]， 추계척 모델 [57] 둥이 제안되었다.

최근의 경향은 아론적 분야와 실질적 분야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폰

척으로는 모수추정에 따르는 불확실성올 명가하는 연구 [51. 109. 96] 및 확

률모수 모형의 인위성을 배제하고 자연척언 고장율 분포의 추계척 륙성으

로부터 정량화 하눈 연구가 주목된다 [57. 81 1. 실제척 분야에서는 기졸의 방

법율 이용한 웅용사례 연구 [117. 80, 98]도 있지만， 이 보다는 정량화에 기올이

는 노력을 지양하여 공학적 분석율 롱하어 공통원인율 방지하는 방법율 재발

하고 [ 113] 설계원칙 동을 확립하는 연구가 주목된다[1 20].

다. CCF 정량화 방뱀

(1) Bounding Method [1 33]

이 방법온 옆밀한 의미에서 확률모수 기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CCF룰 정량

화 허는데 사용된 최초의 방볍이다. 두 개의 사건 A. B가 종속척일 때 두

사건이 모두 발생힐 확률은 아래와 같은 범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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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상환값을 사용하고， 종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한값을 사용하며， 어느정도의 종속성야 존재하는 경우에는 두

한계치의 거하명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다는 장접은

있으나. 분석자의 만단에 따라 때로는 녀무 보수적이거나 악관척으로

명가하게 되기가 쉽다. 현채는 거의 쓰이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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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확률모수 모형

CCF를 정량화 하기 위하여 거장 많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진 방법윤 확률모수

모형이 라고 힐 수 있다. 이 방법은 논라모델 내에서 CCF률 하나의 기초

사건으로 정의하고 매개모수를 도입하여 이 모수률 추정합으로써 이 사

건의 발생빈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확률모수 모형온 기본모수 (Basic

Parametel' ) 모형 ( 105] 에서 출발한다 BP 모형에서는 크기 m와 공통원인 껴가군

내에서 k개의 특정기기들이 고장날 확률율 기본모수로 정의한다. 그러나 고장자

료로부터 기본모수률 직접 추정혈 수 없기 때푼에 매개모수률 사용하는 확률모수

모형이 개발된 것아다. 확률모수 모형에서 사용되는 가장 주펀 가정은 ’공통원인

겨꺼군 내의 기기들이 동일하다’라는 대칭 가정이다.

최초의 확률모수 모행은 beta facto r( SF) 모형 [65] 으로서 beta라는 하나

의 매개모수률 사용한다. 이 모수는 한 기가의 총고장옳 내에서 공룡원언에

의한 고장율이 차져하는 비율율 의미한다. 이 모텔은 간단하다는 장접

이 있으나 다중도의 증가에 따른 방어효과외 중가률 반영하지 뭇하고 큰

다중도를 갖는 계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명가하게 되는 결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PSA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Al긍도 사용되고 있다.

단일모수인 HF 모형을 다모수로 확장시켜 개발된 모댈이 뻐L 모텔

[95] 이다- 겨I통의 다중도가 m일 때 m-l개의 모수를 갖케되며， 첫 모수는

한 기가의 총고장율에 대하여 2중 이상의 CCF가 차지하는 바율， 다읍 모수는

2중 이상의 CCF가 차지하는 고장율에 대하여 3중 이상의 CCF가 차지하는 비율.

등으로 정의된다. 이 모텔은 다종도의 효과를 잘 반영하고 모수 추정도

그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PSi\ 연구나 CCF DIS 둥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

내에서 수행한 대부분의 PSA엑서도 이 방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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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 모델은 정의왼 모수 자채가 고장사건 수에 기초한 것이 아나기 때문

에 추정 방법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왔다. 이 문제률 해결하고자 개발된 모

델이 alpa-factor (AF) 모델 [97] 이다. 여 모델은 다중도 m희 계롱에 대하여

m 개의 모수를 갖는다 k 번째 모수논 겨l홍내에서 발생하는 고장사건의 총 반도

에 대하여 k 개의 기기가 고장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이 모델은

모수의 추정에 있어서 강점이 있으나， 않야 이용되지는 않고있다"원전셜껴I얀전

성 펑가기술개발 .. [16] 에서는 AF 모델의 모수와 MGl 모델의 모수간의 일반적

관계식을 도출힌 바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MGl 모델의 모수률 추정할 수도 있

을 것이다.

BFR (Hinomial Failure Rate) 모델 [1 31]은 충격이라는 매재률 사용하여 고

장의 불리적 현상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여기에 사용되는 모수는 치명척 충격융

과 비j:，1 병적 충격율， 그러고 충격이 발생했올 때 개개의 기기가 고장날 초건

부 고장율 및 71 기의 독럽고장율 둥이다. 이 모텔에서 사용한 주요 가정은 충격

발생시 각 기기가 고장낼 확률은 톡립적이며， 충격을 하나로만 제한한 점이다.

따랴서 공통원인에 의해 다중 기기가 고장나는 고장율은 이항분포 (Bi nomial

Distr-ibution)에 의하여 표현된다.

MOFf、 OluJ t j pJe D상pendent Fui lure Fr"act ion) 모델 [1 22J은 뻐L 모헬과 마

찬가지로 바’ 모델을 기i선한 것이다. 사용되는 모수는 기기 톡럽고장율， 그러고

한 기기의 총고장율에 대한 k중 기기 고장율의 비율 퉁이다. 이 m-l 개의 비

율 모수는 MGL 모수와 l 대 l 의 판계를 갖논다.

C-factor‘ 모델 [94] 은 CCF DIB어l 표본추출 체계가 기록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완

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고장 기기수에 근거한 BF 모델이 모수 추정

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고강사건 수에 근거한 모수를 정의하여 이를 추정하는

모델로써 깨발혜었다 C-factol'로 영명된 모수는 독립고장 사건 수에 대한 CCF

사건 수외 비율로서 정의핀다. 따라서 r\F 모델은 CF 모델을 다중도에 맞게 확장

한 모델이랴고 펠 수 있다. 그 밖의 확률모델은 [20] “공통원인고장분석 방법론

비교운석” 기술보고서에 상세하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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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CF 분석 채체

CCF의 분석 절차는 NUREG/CR-4780 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설명하

고자 한다. 기존의 확률모수 기법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져가 있으나， 분

석 체계는 어느 정도 확럽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I) 1단계 - 케롱 논리 모댐 개앞

1. 1 계통 친숙화

- 계롱의 기농 식별

- 계통 빛 하부계통의 경계 정외

- 끼기

- 절차

- 경험

L효.물첸→컬휩

- 성공거준

- 기능적 종속성

- 명확히 포형화 활 고장원인

L호풀갚폴웰객표L

- 사건 수북

- 고장 수목

거기 이용불농의 형태률 나타내는 가초 사건

• 명확한 고장원인 (예: 교정오류， 배역오류풍)

. 보조계통고장수목

절단집합을 톡립성의 가정에 기초하여 정량화하면 CCF를

무시합으로 인한 계통 이용불능도의 과소평가 위험이 존재한다.

감걷도}계 - 퓨봉원인 유형-싶별

. 공통원인 기기군 : 공통원인 사건에 연루될 가농성울 증가시키는

유사성을 갖는 기거틀의 집단.

이 만계의 목적

- CCF 후보 그룹 식별

- 상세 분석을 위한 그룹 우선순위 결정

중요한 공통원인 기기군에 분석을 집중합으로써 분석절착의

실효성율 향상시키는 단계임 .

. 선별 플석

감L정쉰효켈별

- 계통공학적 관점에서의 특성평가에 기초한 후보 기기군 식별

- 기가 중심 접근법과 원인중심 접근법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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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략척 선볍

- 상써 분석율 위하여 위협도 (risk) 나 이용불농도 .7.)배척인

기여인자를 식별

- 보수적인 모델 및 모수 추정칙에 근겨 랩 기기에 근거한 정량적

분석

- 다읍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식별

• 기기종류

. 제작자

. 수행임무

환경 (외부적， 내부적)

위치

시협 및 보수절차

- 피동적 고장은 보통 제외된다

3) 3단계 - 풍통원인 모헛화 빚 차료 분석

3.1 공통원인 사건 청의

• N개의 기가에 대한 공통원인 기초사건용 공유한

근본원인으로부터 이물 거기의 고장올 유벌하는 고장

메카니즘의 논리합율 나타낸다.

3.2 공통원인 기초사건에 대한 확률모텔 선택

• 기초사건에 대한 확률 모델

- 상수 고장확률 모델 (Bernoull i)

- 상수 고장율 모텔 (Poisson)
. CCF 모텔의 선택

- 대칭성의 가정하에서 가장 일반척인 모델온 기본모수 (BP)

모델이다-

- 다중성이 4 이하인경우 통일자료가 주어지면 모텔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

- AF 모텔이나 BFR 모델과 같은 모수적 모델이 문제되는 경우 :

추청에 아용펀 DIB틀이 다른 경우.

3.3 자효 분류 맞 선별

- 북척 ..유사’ 발전소 고유 자료기저를 생성하여 모수추정의 입력율

저l공.

- 한 발전소반와 자료률 다중고장사건에 대해 륙허 부혹하여

통계적으로 의미있논 결과를 얻을 수 없다.

- 여러 발천소의 자료를 휘합하여 데이타베이스를 구혹하는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 일반적 절차

(1) 자료 출쳐 선택 ( 예 : N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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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타당한 사건을 검토하고 아래의 사항올 석멸

- 고장의 원인

- 고장 형태

- 영향밭는 기기수

- 충격 형태

(3) ’유사’ 발전소 고유 DIB 구촉을 위하여 각각 사건을

관심대상 벌전소에 맞게 재해석

- 그 사건아 대상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 몇 재의 겨기에 영향율 미칠수 있는가?

- CCF 기기군의 크까 차이를 고려하여 조정

3.4 모수 추정

- 북적 : 유사 발전소 고유 데이타베이스률 이용하여

CCF모델의 모수값율 추정하기 위함.

- 기본 모수 모형의 모수에 대한 천형적 추정치

- 자효는 유사발전소고유 떼이타베이스로부터 얻어진다.

- 노출추정

(1) 예 : 기본모수모델

- 대기 기기에 대한 상수고장확율 모텔.

기술 사방서 및 전체 작도시간으로부터 추정.

시험 전략에 대한 가정에 대해 종속척이다.

(2) 2중 트레인 예

- 동시 (Non staggered) 시험

- 처음기기가 고장난 경우에만 다음기기률 시협하는 단계적 시험

(staggered)

(3) Beta Factor, MGL, Alpha Factor, BFR 모벨에서

노출추청이 추정치에 잠재되어 있다.

(4) 통상 주어지는 추정치눈 동시 시혐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5) 단계적 시혐의 경우 추정방법은 NUREG/CR - 4780 부룩 C에

예시되어 있다.

- 모수추정치의 불확실성

( 1) 자료 분류상의 불확실성

- 사건 보고상악 모호성

- 발전소 고유 적용을 위한 해석시의 포호성

- 대안척 영향 (impact) 벡터

(2) 노출자료의 불확실성

- 시험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

- 대안척 추정 방법

(3) 표본크기에 근거한 홍채점 불확실성

- 베이지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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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 장켈二-겐좋정량화 및 결관호!I:::L

LL..훨럴혼L

4.2 결과 명가뭘궐갑도효섬

LL결표본같즈

마- 새로운 경향

NUREG/CR-4780 보고서가 발표된 후 다읍과 같은 몇 가지 문책점이 지척

되었다.

- 자료의 낮은 질이나 불확실성에 의한 불확실성 존재

- 원인분류 체계 자체로는 연결된 고장에 대한 원인 식멸이 불가능하다.

- 사건자료를 재해석하기 위한 명료한 지칩이 없다.

- 몇 몇 가기에 대하여는 자료가 부족하다.

- 고장 메카니즘과 밤어전략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

{ 고장혐태가 부적당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방어의 역할을 좀 더 깊이있게 조사하는 새로운 USNRC 프

로그램을 낳았다. 그 첫 째가 원인-방어 행렬 접근볍 [113] 으로서 CCF 분석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수치적인 문제에만 관심율 갖던 과

거의 경향을 지양하고 eeF의 원인 빛 발생 메카니즙을 밝혀 이룰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한 실용적인 연구인 것이 다. 이 연구의 상세한 내용은

[20] 에 기술되어 있다.

정량화 방법론에 있어서도 기존의 확률포수 모델을 부정하논 연구가 발표되었다

[57] 0 이 연구에서 [)cwre눈 물리척 종속성이 제외되면 공동원인이 종숙고장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추계적 종속성이 공통원인과 무관함을 보이는 몇 가지 예률 체시

하였다 이에따라 공통원인 개념애 기초하지 않는 추계적 접근법을 개발하였으

며. Col 나아가서 거존으I cιF 모텔을 윗맡집 하는 설명과 논리 전개과정이 허구척

인 이유 9-\- eCF될 명확히 규명하려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이유를 밝혔다.

이 접근법은 파거의 연구와는 탈리 eeF 모델의 집단에 또 하나의 더 좋은 모델율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CCF 모델야 펠요했던 원언을 큐명하여 이 필요성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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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상세한 내용은 NlIREG/CR-4780 애 정리되어 있다.

바. 결론

CCF는 독립성의 가정에서 발견판 이론과 현실과의 차이률 극북하고자 도입된 인

위적인 결과물이다. 이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수 많은 모델들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모델은 SF 모댈에서 시작된 확률모수 모형

이다. 야러한 경향얘 부웅화여 1988 년 CCF' 분석의 절차 및 분씌 방법율 집대성

한 NUREG/CR-4780 보고서가 탄생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즉 이 보고서는 구 모델， 즉 확률모수 모형을 대표한다고 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문제점어 저l가되었으며， 실용적 혹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용혈 만한 ’정의’와 과거 경험 자료에 벼교척 척합하다는 측면은 인정되

었으나 신획도 예측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다. [57] 에서 αF가 필요했먼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자 않음을 밝히고 톡럽고장과 종속고장을 동시에 설명혈

수 있는 추계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CCF에 대한 인식도 달라

져야 하며， 자료의 저리 맞 CCF DIB의 형태도 바깎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

나 이 이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거 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 한가

지 우리가 추구해야힐 경향은 정성척인 분석에 더 많운 노력율 투자하여 CCF의

원언을 밝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는 해외의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직접 적용할 수 없으며， 발전소별로 고유의 방어전략율 마련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눈 발전소가 주도하여 현장요원들의 전문 지식

이 휠용되어야 한다. 이 망어전략이 완성되면 노십손상반도는 물론 전체척인

，'15k노 격감될 것이며. 별전소 운전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율 것으로

판단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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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셔론

PSA 방법론은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의 신회도률 명가하는데 중요

한도구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기본 기술은 사건수목과 고장수몹융 포함하는데

한번초기 사건이 상정되면 그 초기사건의 진행을 약화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기능 빛사스템이 시간순서로 사건수복에 배열띈다. 일반적인 PSA연구에서

안깐오류는 고정수목 (Fault Tree)의 한요소로서 포함되어 명가되나， 몇가지 특

별한 경우에는 사건수목의 표제 (headings)의 하나로 추l급 된다. 어떤 겸우이

든지 간에 인간오류는 시스템/부품과 같이 취급되며 관련 인간오류확률 (Hu뼈n

Error Pr、。babi 1i ty , HEP) 이 구하여 질 수 있율 때까자 구분화

(decomposition) 된다. 보통 보수적인 값이 혈당되어서 먼척 발전소 위협도

에 기여한 이 인간오류의 영향을 계산하고， 위험도에 대하여 중요한 기여도률 가

지는 인간오류룹에 대하여는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재계산이 수행된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중 현재 PRA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논 TIIERP, SLIM, 및 HeR 모델

들에 대한 방법콘， 륙성， 장단점 둥율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나. 기초방법론

(I) THERP 모델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망법은 THERP (Techn ique f or Human Error

RatePrediction) 로서 일반척으로 "Handbook"이 라고 불려운다 [127]. 1983

년 Swain에 의하여 밸표펀 이 모델은 운전원올 시스템 부품충의 한 요

소로 취급함으로 인간신펴도도 부품의 신회도와 같이 평가한다 .. 운전원의 행

위들야 handbook에 있는 기본 HE? 가 발견휠 수 있을때까지 세분화된다. 이 기본

HEP의 자료근원 (da ta soul'ce) 은 LERs (Licensee Event Hepar‘ ts)로 부터 모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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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목과 같운 확률수목이 세분화 작업에 사용되는데 각 분따가지(I imb)논 2

단선택 (binary choices) 즉， 적절한 수행과 찰못된 수행중의 하나률 나타

낸다. 간분파가지에 할당되는 확률값은 handbook 내의 표에서 상용하는

HEP 값으로부터 얻어지며 인간오휴가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상

세한 분석을 롱하여 수행특성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s)률 고려하

여 보상 (modi fy) 된다.

아래와 같이 수행특성인자의 세가지 분류법이 TIlERP에 의해 져l셔되었다.

- 운전설설계. 잡음 빚 섭도， 교처l계획둥과 갈이 작업환경올 정의하는 외부 수행

륙성인자 (exter·nal PSFs)

- 운전원의 기술， 농력， 훈련정도 및 자세 (attitude)률 결정하는 내부수행언

자( inter‘ nal PSFs)

- 피로， 실패에 대한

다.

공포， 사건의 갑작성 동 정산척， 육쳐I척 stress로 나누어진

운전원야 설수를 져질렀을때 확률에 영향울 주는 수행륙성언자툴 (PSFs)율 고

려하게 되는데 예를 툴변 stress 정도가 옳을때 (moderately hi벌1)는

Handbook의 표에 나타나 있는 가본 HEP값에 5배수를 곱하고 stress 정도가 낮

으면 ( low) 2배수를 곱한다. Handbook애는 27개의 표가 원천 운전행위에 따

랴 분류되어 있고 중간값(Med ian va I ue ), 상한값 (Upper uncertainty bound)

및 하한값 (Low건)' uncenainty bound) 로 주어지는데 WB는 로그정큐분표의 9당16.

LUB는 5% 값을 각각 나타낸다.

THERP에서논 각 운전원이 동일한 농력을 가진것으로 고려되프로 각 운천원야

관련직무 (task) 룰 수행하면 같은 실패확률을 가진다.

그때 운전원간의 의존도는 5가지의 의존도수준 (dependence levels) 에 의해 나

타내어진다. 이 의존도 수준은 무의존도 (zero dependence) , 저의존도 (l ow

dependence) . 중간의존도 ( rued j um dependence). 고의존도 (high dependence) ,

빛 완전 의존도 (complete dependence) 로 구분되는데 아래와 갈이 간단한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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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내어진다.

ZD - HEP =원래 HEP (즉， PSFs가 고려된 후의 HEP)

LD : HEP = 1 + 19 x 원래 HEP

20

MD - HEP = 1 + 6 x 원래 HEP

7

HD : HEP = 1 + 원래 HEP

2
CD : HEP = 1. 0

THERP에서는 대부분의 인간오류가 스위치룰 질못 선택하거나 수쳐척 정보률

잘못읽는 둥의 관측실수 (observable error)이다. 이러한 오류틀은 비

수행오류 (omi ssi on et‘ tor)와 수행오류 (commission error)로 분류되는데 비수

행오류는 관련작업 (task)를 완전하 빠뜨리거나 혹은 단계릅 빠뜨라고 수

행하는 경우야고 수행오류는 선택， 순서， 시칸과 란련된 오류를 말한다. 까lliRP

방법론온 관측오류악 근본이 되는 관축힐 수 없는 오류의 이유

(“띠no。αon-잉bs똥e밍rv、'v、v’a때b비Ie r‘eason마1)를 설명하x지I 훗한다. 환혹할 수 없는 오류란 ThU 사

고에서와 같이 잘못환 의도형성 (intention formation) 요로 벌미암아 발생하는

오류이다. 근원이 다른 원인에 의한 인간오류의 결과는 그 성질상 상당히 다르

다. 에틀들면 어떤 관 (pipe)의 유동을 막기위하여 똑같은 모양의 두 밸브층

에 하나가 닫혀야 하는 경우에 운전원은 유사성으로 인한 sl ip 때문에 혹은 의

도 실수 (intentaion fai IUI'e) 때문에 잘못완 밸브를 선택하여 잠궈벼렬 수 있

다. 이 두가지 실수에 의한 반옹직후의 결과는 같지만 (유동이 멈추지 않

는것)， 후자 (의도실수)에 의한 결과는 상당히 다르다. 나충에 운전원이그것을

회북하려고 혈때에 이 의도실수에 크재 화우되어 회북 ( recovery)이 더욱 어

렵게 된다.

THERP는 오직 두 연속 행위사이의 연관성만 고려하고 운전원， 선임운

전원. 보조운헌원 동의 동시 다발적 연관성을 고려할 수 없는 체한성율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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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어떠한 수행특성인자 (PSFs) 가 추어진 작업에 대하여 영향율 주는 정도률 결

정함에 있어서 전문가 판단 (expert judgements)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ERP

에서는 각 수행특성인자가 서로 톡렵 이라고 가정된다. 그려나 수행륙성인자는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각 수행특성인자의 조합이 마치는 효과는 이 방법론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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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기술정도 (sk i I I I eve I ) 와 스트레스 정도 (stress level)는 서로 상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더 많은 수행륙성인자가동시에 고려될 때에는 더 북잡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서로 톱럽이라고 가정되는 문제점이 존재한

다. 요약하면 THERP의 기술방법과 방대한 database논 운천원 수행 실수률

모델링하는데 좋은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운전원 꺼동에 기초가 되는 의도형

성과정과 원인， 그리고 수행륙성인자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성

을 내포하고 있는 모델이다.

{2} SLIM 모델

1984년 Embrey에 의하어 발표된 성공률지수 방법론 (Success LikeIihood

Index Methodology) 은 조직화되고， 전문가의견을 기초로 하는 가법이다 [61 , 58,

41].

이 방법론이 취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L 같은 수행특성인자를 가지면서 확률값이 요구되는 작업군 (응roup of tasks)율

선정한다.

2. 각 수행특성언자에 대한 종요도를 휠당한다.

3. 모든 작업에 있어서 각 수행특성안자에 대한 충요도비융 (rating scales) 율

힐당한다.

4. 각 해당 작엽에 대하여 성공률지수 (SLI) 를 얻기 위하여 상대 중요도를 만틀어

낸다.

5. 성공률지수 (SLI) 를 인간오류확률 (HEP) 로 환산한다.

SLIM 방법폰에서 많야 사용되는 수행특성인자는 셀계수준 (design

qual j ty). 운천절차서의 적절성 (procedure mean i ngf u1nes ) , 스트혜스

(stress) . 시간적스트레스 ( time pressure). 결과의 심각성 (seriousness of

consequences) , 복잡성 (task complexity) , 조화성 (quality of teamwork) 퉁이다.

겉은 수행특성인자룰 가진 작업군 (tasks)율 선택한 후에 (일반적으로 10

51



tasks 이하)， 분석자， 즉 전문가 (expert)는 ι 각 수행특성인자에 대한 상대척

중요도를 결정한 후 그 합이 l 이 되도확 조정 (normal ize) 한다. 그때 사용자는

모든 작업에 있어서 각 수행륙성연자에 대한 중요도비율 (rating scale)률 l부

터 9까지 중에서 선택한다. 이 과정동안에 각 수행륙성인자에 대한 이상척인

수준 ( idea1 1eveI )이 역시 할당 되어야 한다. 이 이상척인 수준은 운천원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알 (task)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수준

(optimum level)을 나타낸다.

그 다읍에는 할당된 율과 이상책인 올 사이의 차이에 의하여 가장 차이가 작올

때 1, 가장 차야가 큰 것은 0으로 채조정되고 나머지는 비혜값오로 조정된다

(Resca ling ).

각 작엽 (task) 에 대한 성공률지수 (SLI ) 는 채조정율 (rescaled

rating) 과 각 수행특성인자틀의 중요도의 곱틀악 합이다. 그때 그 작업에 대

한 인깐오휴 확률(HEP)는 다음식으로 구해친다.

Log (HEP) = a * SLI + b

여기서 상수 a와 b는 기준값 (anchor' poi nts) 혹은 전문가가 제공한 경

껴I값 (boundary values) 으로부터 결정된다.

이 기준값 (anchor' points)은 시물레이터 (simulator) 또는 활용가눔한

자료들 (available data sQur'ce) 로부터 얻어질수 있다. 하나의 학업 ( task)애

대한 경계값 (boundar‘ y values) 은 각각 SLI = 0 과 SLI = 1 에 해당하는 상한

값 (UB) 과 하한값(LB) 인데 이 값뜰이 주어져도 아래 수식에 의하여 인간오류 확

롤 (HEP)을 구할수있다.

HEP =UBI SLI 1,: LB

성공찰지수 방법론 (SLI 서)은 전문가 판단 (expert judgement)에 근거하여

운전원 실수확률을 구하는 조직화된 방법을 제공하지만 앞절애서 언급되었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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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각각수행특성인자 사이의 상관성 문제 ( issue)는 여천히 적절치 봇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기준값 (anchor po i nts)이 필요한바 data base의 부축문제， 사용자가

다르면 인간오류률이 달라지눈 문제둥은 앞요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써

database의 구축과 새로운 얀지적 모탤의 개발로 극북되게 될 것이다. 또다른

SLIM이 가진 제약성은분석휠 작업군 (group of tasks)으로 부터 하나의 작업을

더하거나 강할때 인간오류확률값이 크게 변화하는 민감도 (sens it i vi ty ) 문제가

있다.

(3) HCR 모델

1984 년 Hannaman어l 의해 발표된 Human Cognitive Reliability (HCR) 모텔은

중요한 변수틀을 이용하여 시간의존척 비반웅 확률값을 산출해낸다 [88]. 비

반웅(non-response)이란 운전원이 하나의 얼에 대하여 주어진 시간안에 어떠한

행위도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오류의 한 요소에 불과하

다. 오진단(misdignosis)과 바른 진단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한 션택

이 없논 경우(non-viable options)에 의한 인간오류는 이 모텔에 포함되지 않

는다. 세개의 중요변수틀이 운전원 비반웅확률 (operator non-response

probab iii ty)의 명가시 사용되는데 그 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J. Rasmussen에 의하여 정의된바 기술 (ski 11 ). 법칙 (rule) 및 지식

(knowledge)과 관련된 거동을 나타내는 변수 [l 18J ,

2. 인식작업 (cognitive task)룰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운천원이 취하는

중간반웅시간 (Median response time).

3. 운전원의 경험， 스트레스 정도， 운전실 설계의 질과 관련된

수행특성안자 값들이다.

또한 인식꺼동 (cognitive behavior)율 구분하기 위한 사건수목이

었는데 얼상적인 운전행위인쳐， 관련 기술서가 존재하는지 동율 따져서

볍착， 지식가반 거동을 분류하였다. 중간반웅시간 (Median response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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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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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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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툴레이터 자료나 전문가 판단， 혹은 운전원과의 면답 ( interview)를 통하

여 얻어지게 되 I껴 세 수행특성인자률 (KI :운천원의 경협정도. Kz:운천원의

스트레스정도， K3 :운잔실 설계의 수준) 을 보상한 K 상수가 아래 수식에 의해

결정된다.

K = (1 + KI) (1 + Kz) (1 + K3 )

이때 보정된 중간반웅시 간 (Moo i an Response Time). T112 이 아래 수식으로 결정

된다.

T1I2 = TlI z.no힐Ina! * K

이때 비반웅확률 (non-r、esponse probability)은 Weibull 분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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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터 구해진다. 서간 t 는 주어진 작업 (task)을 수행하눈혜 사용가능한 시깐

이고. ,1\ i. Bi 빚 Ci 는 사률레이타 자료에 의하여 조율된 상판상수이며 첨자 i

는 세가져 형태의 가술，법칙 및 지식기반 거동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HCR 모델

은 시율레이타로부터 모은자료에 근거한 실험모텔이다. 이 모멜의 증요한 가

정운 어떠한 인식거동도 이세가지 구운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수행륙성인자가

오로지 중간반웅시간 ( TlIZ ) 에반 영향을 주며 샤률레이타자료도 역시 세가지

거동행패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행특성안자가 THERP나 SLIM 모텔에서와 같이 서로 독립으로 가정되

었으며 수행특성인자가 단지 중간반웅시간에만 영향을 끼치고 인식거동과는

무관하다는 가정은 실제와 다르다. 즉， 많은 스트레스하에서 그 전에 운천원이

기억했던 법칙이완전히 망각되는 경우에 법칙기반거동이 지식기반거동으로 천이

될 수 있논 것아다.

또한 HeR에 관한 최근 검증연구 (benchl떠rk study) 는 운전원의 반웅이 정확

히 이 세가지 type중으l 하나로 궈착되지 않았고 오히려 2가지 이상의 거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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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어주었다 [l 21 l.

다. 검토 결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확률론적 안천성 분석 (PSA)에 있어서 인칸신뢰도분석

(Hu뼈n Rei iabi I ity Analysis) 방법으로 널 리 사용되고 있논 세가지 방법론을

검토하여 각 방업론의 장단점 및 그 모델률아 가지는 가정， 한계점둥율 기슐하였

다.

세가지 선정된 방법론은 THERP , SLIM 맞 HeR로써 이률 방법론은 공통척으로

관축가농한 (observable) 인간거동과 수행특성인자 (Perfor뼈nce Shaping

Factors)를 고려하는 모델틀이다.

THERP 모텔에 의하여 제공된 방대한 data base와 방법론은 운천원의 수행오

류 축， 전열 (display)적 관측， 조작 및 제어와 관련된 오류룰 모델렁하는데 좋

은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운전원의 인식거동의 근간이 되는 원인과 과정율 셜명

하지 못활 뿐만아나라 수행륙성인자 (PSFs) 사이의 연완성 및 동시 다발적

인 운전원 행위 (a sequence of action)틀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져 못하는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다.

S니 M 방법론도 전문가 의견에 기초한 혜계적인 방법이지만 THERP에서와

같이 수행특성인자 (PSFs) 사이의 상관성율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며 인간

오류확률을 정량화에 휠요한 기준접 (anchor points) data base의 부축문제， 분석

펀 작업 (Task)옳 가감합으로써 생기는 민감도 문제는 S니M 모텔이 앞으고 극북

하여야 헬 과제이다.

그러나 THERP 방법론과 버교해 볼때 최소한 2개이상의 기준값 (anchor

points)만 주어지면 SLIM이 인간거통의 인식측면 (cognitive aspects)을 더 잘

설명한다고 볼수 있다.

HeR 모댈와 근본 가정 (기술， 법칙. 지식기반 거동으로의 분류)이 시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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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 검증연구룰 통해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모벨은

THERP 나 SLIM 에서와 같아 수행특성인자간의 상호관계를 적절허 설명하칙 못

한다. 운전원거동의 새로운 분류 (category) 와 적절한 새 TRe (time

reliability cure) 가 제시된다변 이 방법론이 새로운 인식모델

(cognitive 뼈el)의 개발전까지는 PSA연구에셔 여천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HRA 방법론들은 인간오류의 피상척인 형태 축

관측가능한 인간오류의 설명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오류의 의도형성

(intention formation) 의 과정과 이유률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척인 인깐

산뢰도의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위에서 최근에는 원천사고시에 운천

원의 의도형성과 이 의도 ( in ten t ion) 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률 분석하는 인지

적 모델 개발이 활발히 진챙되고 있다 [119 , 135. 53]. 인간신뢰도가 원자력

발천소의 안전성애 미치는 효과가 큰만큼 가존 기초방법론와 여러가지 문제점률

을 국복하기 위하여 운전원의 인지칙 과정파 륙성을 분석하는 인지척 모텔의 연

구개발아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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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2단체 PSA 방법론 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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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단겨IPSA는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고에 대해 그 사고경위와

원인들을 파악하여 노심용융에 이르는 사고 경우l와 그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고. 2

단계 PSA는 노심이 용융 되었을때 격납건물내의 불라 화학척 현상올 분석하여 격

납건물의 따손 혐태와 따손 가능성 및 파손시 방출되는 방사선량옳 겨1산하는 것이

다.

l단계 PSA와 2단계 PSA 사이의 연계 업무는 발현소 손상군 (Plant 없뼈ge

State. PDS) 정의로 부터 시착하여 각 사고 진행 경위률 분류하는 작업으로 어루

어지며 PDS는 격납컨물 사건수목 (Containment Event Tree, CET) 의 입력이 된다.

방천소 손상군의 선정응 계통사견수북으로부터 도출된 수많은 노심손상 사고경위

들을 격납건툴 사건수목 (CIT) 해석에 효과척으로 연결하기 위해 격납건물

파손과 방사성물질의 방출， 그러고 결말치 (Consequence) 에 미치는 영향올

고려하어 비슷한 경향을 보일 사고경위률을 한그룹으로 묶어 분석하여 계산

의 수룹 줄이기 위한 작업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NUREG-1150 (Surry 뱉걷소)，

CE사의 system 80+ PSA 와 NUS사의 Surry IPE 떼서 사용한 발천소 손상군 (Poo)

정의 방법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 NUREG-1150 (Surry 발전소)얘 사용된 발천소 손상군

발전소 손상군을 분류하기 위해 7가자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7가지 변수의 초합

에 의해 발전소 손상군을 나누며 이렇게 나누어진 각 발천소 손상군운 초기사건에

따라 CIT악 정량화를 쉽게 하가 위해 7가지 발전소 손상군 그룹으로 재 그룹화 한

다.

(1) 연결수목 (B.·idge Tree,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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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수목은 2단계 PSA 해석시 필요한 격납건물 계통 상태를 알기위해 노심 손상

후 격남건물 파손을 방지 또논 완화 시킬수 있도록 l단계 사건수묵에 격납건물 살

수 계통과 격납건물 열제거 계통을 훨요한 곳에 첩가하여 작성한다.

(2) 발전소 손상군 변수

PJl) 를 분류하기 위해 7가지 변수가 선택되었으며 션택된 변수의 자세한 벌주는

표 l 에 나타났다. 또한 선택된 변수중 System 80· PSA 와 Surry IPE 에서 셜명된

변수는 설명을 생략했다.

- 노심 용융시 RCS 의 상태 :

초기사건에 따라 8가지 법주로 나눈다.

- 공학적 안전 계통 :

고합 또는 저압안전계통의 주입상태와 순환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 격납건물 얼제꺼

척어도 하나의 격납건물 주입 겨l통 (열교환기에 Service Water 률 공급받는}이

이용가능 해야한다.

- AC Power

AC Po“81' 의 이용가능 여부는 안전계통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

- RWST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주입 능력 :

RWST 에서 격납건풀로 물의 주입 여부는 중대사고시 여러가지 현상에 영향을 미

지는 캐비터 상태를 결정한다.

- 증거발생기 열제거 농력 :

이 변수는 일차계홍내 핵분열 생성물의 따지， 노심용용시간. SGTR 시 핵분옐 생

성물의 세정 효과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58



- RCP Seal C。이 ing :

원자로 냉각재 펌프 일봉 냉각 능력은 RCP Seal 의 원자로 냉각 압력 경계를 유

지하는 능력의 척도이다.

(3) 발전소 손상군 정량화

7가지 PDS 인자의 가능한 조합올 모두 고려하여 이중에서 불리척으로 불가능한

조합이거나 발전소 설계 톡성상 있옳수 없는 조합율 배저l하고. 또한 조합된 사고

경우l 의 반도치가 아주 낮고 (1. OE-9/yeal's). 결말치애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는 정량화에서 배제되었다.

(4) 발전소 손상군 재그룹화

각각의 발전소 손상군은 CET의 정량화률 쉽게 하기 위해 초기사건에 따라 7개악

발천소 손상군 그룹으로 재그룹화 되었으며 재 그룹화된 발천소 손상군은 표 2에

나타냈다.

나. System 80‘ 애셔 사용된 발천소 손상군

이 방법의 핵심은 앙사성 물질의 방출경로와 거동 그리고 그것이 환경으로

방출되어 공중 (publ ic)에게 끼치는 위험도에 영향율 주는 인;;t~ (Cons핵uence

parameter)에 따라 사고경위를 분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기준에따라 l단

겨IPSA 껴I통사건수복의 노심손상 사고경위들을 분류하여 노심손상군 (Core 없뼈ge

States or Bi ns) 을 개발하고 격납건물 방호계통(Containment Safeguard

Systems)의 작동상태를 분류하는 격납건물 방호상태군 (C이'\tainment

Safegual'ds States : C5S)을 만들어 。I를 조합하여 최종적인 PIlS률 션정한다.

(1)"’노심손상군 선정

노심손상군 선정기준은 네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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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자로 냉각수 누출률 (RCS Coo] ant Leakage Ra te )

‘- 원자로용기 파손시 RCS 압력 (RCS Pressure at RPV Failure)

- 원자로 냉각수 방출지점 (Point of ReS Coolant Release)

- 종지밸생기의 가용성 (Steam Generator Avai ‘ability)

첫째 선정기준으로 부터 노심용융사고률 소형， 중형. 대형 냉각재 상설사고와

그리고 주기적 누출 (Cycling Relief Valve Leakage)률 수반하는 과도사고

(Transient Accidents)로 나눌 수 있다.

풀째 선정기준은 노섭용융사고가 고압상태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저압상태로

진행되는지를 구별해 준다. 노심용융사고에서 일어나는 주요 중대사고 현상률

은 RCS l-H압력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러한 구분은 노심용용 사고

명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선정가준은 노심용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에서 따지되거나 차단될 수 있는지를 구별한다. 소위 격납건물 우회

(Containment Bypass) 사고인 seTR나 ISLOCA를 다릎 사고둘로 부터 구멸하기 위한

선정기준이다.

넷째 선정기준은 RCS 내에서의 방사성물질 따지효과룹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2 ) 격납건물 방호 성태군 결정

격납건물 방호상태군 (CSS)은 격납건불의 건전성 유지와 격납건물내로 방출된

방사성핵종의 파자 또는 세척능력 (Scrubbing) 확보에 판련된 정보률을 포함

하고있다. 격납건물 방호상태군의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격 납건물 살수유동 (Containment Spray Flow)

- 격 납건물 열제거 (Containment Heat Removal)

- Cavi ty 조건 (Cavit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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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선정기준인 격납건물 살수유동은 격납건불 건전성 축연때서 격납건

풀의 압력을 강하시키는 역할과 격납건물내 방사선물질율 제거하거나 세척

(Scrubbing)하는 역할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둘째 선정기준인 격납건물 열제거는 격납건물 쌀수유동과 함께 명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격납건불 살수계통은 CCW와 SWS 그략고 열교환기와 더불어

착동되기 때문이다. 이 항목은 격납컨물 건전성 축 격납건톨 파손시간과 형태

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살수계통이 작동되지만 혈쳐l거 기늄이 보장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격납건물이 과압에 의해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친다.

세번째 선정기준인 Cavi ty 조건은 .’\Yet" 또는 .’ Dry"로 나누어치며 이 항

목은 원자로용기 밖으로 나옹 노심용융물 (Corium)의 냉각성 확보와 Core

Concrete lnteracti on (CCl) 현상， 격납건물내에서의 수소 생성율. 그러고 중

기폭발 둥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IRWST와 CFS (Cavity Flooding System)가 있

으면 CFS가 고장나지 않는 한 항상 Wet Cavity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상7\ 한 세가지 선정기준을 정점사상으로 한 격납건물 방호계통 사건수북

(CSIT) (그림 3 참조)의 결과 (End States) 가 바로 격납건물 방호상태군이 되

어 이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55 A : (살수계통작동. CSY) (열제거성공.CHY) (Wet Cavity:WET)
<-55 B : (살수계통작동: CSY) (열제거실패 :CHN) (Wet Cavity:WET)
CSSC: (살수계통설꽤:CSN) (열제거성공 :CHY) (Wet Cavity:WET)
C55 D : (상수계’통실패: CSN) (얼저l거성공 :CHY) (Dry Cavity:DRY)
C55 E : (살수계통실패 :C5N) (열쩨거실꽤 :CHN) (Wet Cavity:W던’)

CS5 F : (설수계통실패 :CSN) (열져l 거실해 :CHN) (Dry Cavity:DRY)

(3) 발전소 손상군의 정량화

발전소 손상군은 전술한 노심손상군과 격냥건물 밤호상태군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고 사용된 발전소 손상군 변수는 표 3에 나타냈다. 노심손상군은 1단계

PSA의 결과물인 노심손상 사고경위와 그 빈도치를 기본자료로 하여 앞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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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선정기준에 따라 가능한 조합을 모두 고려하여 이 중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거나 발전소 셜계 륙성상 있을 수 없는 조합울 우션척으로 배

제하고 발전소 손상군중 조합된 사고경위의 빈도치가 아주 낮고 {I. OE-IO/year

이하) 결벌치에 별로 영향을 며치지 않을 경우는 PDS 정량화에서 배재시켰다.

격납건불 방호상태군은 l단계 PSA 결과울로 부터 직장척인 자료룰 받율 수 없으므

로 노삼손상 사고경위틀에 고장수확 연결방법 (Fault Tree Linking)융 사용하여

각각의 격납건물 방호상태틀과 첩목시켜 발전소 사고경위 (Plant Accident

Sequences : PAS)를 개발하여 정량화한다. 즉 PDS의 정량화는 노심손상군과

격납건물 방호상태군의 척절한 조합에 따라 이루어 진다‘

다. Surry IPE애 사용된 발천소 손상군

발전소 손상군은 발전소 손상군 변수 (노십손상군과 격납건물 방호 상태군)

의 조합에 의해 정의되며 발전소 손상군 논리 수목은 논리척으로 발전소 손상군

변수를갖는 벌전소 손상군을 정의하는데 쓰인다. 발전소 손상군 논리도는 POO 변

수에 의해 허용된 모든 가능한 조합의 matrix에서 륙정한 PDS 륙성의 모입율

룹기 위해 결정가지로서 PDS 변수를 구성한다. 발전소 손상군 사건수목은 모

든 가능한 발전소 손상군을 묘사할 수 있도록 l단계 사건수북의 검토에 의해 작

성된다.

(1) 발전소 손상군 사건수목 (PDS IT)

l 단계 사건수목에서는 단지 노십손상에 관계되는 계통툴만 고려되었으나. 2단

껴I PSA 해석시에는 노심손상에 란계되는 계동뿐만 아니라 (노섭손상에

판계되지않논) 격납건물 계통과 원자로 상태 변수에 관한 모든 타당한 질문이

CIT작성에 앞샤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훨요에 의해 PDS E.T가 작성되며

PDS E.T에 필요한 체통은 필요한 위치에 첨가되어 구성되며 예로서 Large LOCA에

대한 PDS IT가 그립 4에 나타나있다. 작성된 PDS ET는 l 단계 노심손상 반절

집합과 PDS IT에 의해 정해진 계통 평가에 의해 l단계 사건수몹 정량화 방법

과 유사한 방법으로 정량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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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소 손상군 변수

발전소 손상군 특성은 격납건물 안에서의 사고진행， 격납건물 파손위치，시

간， 혐태 그라고 방사선원 같운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에 판계되는 주요 계

통선택에 의해 정의된다. 고려되어야휠 변수들은 중요한 계용의 상태. 계통의

작동애 의해 결정되논 요소， 초기사건혐태. 그러고 중요한 사건의 사간동율 포함

해야 한다. 선택된 발전소 손상군 변수는 9개이며 표 4에 나타냈다.

- 격 납건물 우회 (Containment Bypass)

이 변수는 l단계 사고 경위를 격납건물 우회 그룹과 비우회 그룹으로나누는

데 사용되며 격납건울 우회 사고 경위는 직접척으로 얼차겨l통에서 격납건물 밖으

로 유동이 이루어 지고 ISLOCA 와 SGTR로 나누어 진다. 격납건물 우회 샤고경

위는 망사선 핵종이 격납건물 '-H 공학척 안전체롱에 의해 희석되지 않기 때문에 비

우회 사고겸위에 버핵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방사선원 방출이 일어난다.

- 격 납건불 격 리 상태 (Containment Isolation Status)

이 변수는 l단계 사고경위를 노심손상시 격납건불 격리상태에 따라 분리하

는데 쓰이며 격납건물 격리 실돼는 상대점으로 초기에 많은 방사성 해종

( rad ionuc I ide) 이 방출 될 수 있다. 격납건불 격리실돼는 노심손상애 앞서 격납

건물 따손사고를 포함한다.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작동 여부는 방사생 핵종 밤사선

원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 과도사고 몇 냉각재 상뀔사고 (Transient or LOCA)

이 변수는 냉각재 상설사고와 과도사고를 분리하는더} 쓰이며 냉각재상실

사고는 파단 변척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를 나눌 수 았다. 소

형 냉각채 상실사고와 중형 냉각재 상설사고는 격납건물 사고 진행이 유사하게 나

타날 것으로 기대됨으로 같은 집단으로 하였다. 이 변수는 초기사건에 의해 분류

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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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정전샤고 (Station Blackout)

과거 PSA 보고서에서 발전소 정전사고는 노심용융과 소외 위험도에 중요하게 나

타났다. 이 변수는 과도사고중 모든 AC 전원이 상실되는 발천소 정전사고

률 구분하는데 쓰인다. 모든 AC 전원상실은 격납건물 살수(CS) 체롱의 실돼률 야

기한다. 벌전소 정전사고와 전원 회복은 노심용융， 원자로용기 파손， 척납건물 파

손시 AC 천원 이용도에 입각하여 사고률 분려하는데 호인다.

- 천원화북 (Power Recovery)

이 변수는 노십손상쭈 원자로용기 따손 또는 격납건물 파손에 앞에일정

시간내에 소외전원이 회복되는 발전소 정전사고률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며

원자로용기 파손전 전원회복. 격납건물 파손에 앞선 천원회북， 전원회북이 안

되는경우 풍 세가지가 평가타었고 디젤 발전기의 회복은 발천소 손상군 사건

수북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노섬손상에 따른 천원회북은 다음과 장은 것율 가능케 한다. 첫째 원자로

용기 \..-fl 주입( in-vesse I inject ion) 과 보조급수계롱와 회북은 사고툴 종결시키고

원자로용기 파손을 방지한다. 둘째 격납건물 살수계통과 격납건물 열제거계롱

호|복은 격납건물파손을 방지하고 방사선원을 완화시킨다.

- 격 납건물 상수 (Conta inment SpJ~ays)

격납건불 살수계통의 작동은 격납건룰의 압력을 강하시키는 역할과 격납

건물내 방사선물질을 제거하거나 세척하며 격납견불 Sump에 대한 수원이 된

다. CS논 핵분열 물질 방출이 발생하는 기간 중이나 격납건물 열제거가 요구되는

기 간동안 작동해야 된다.

- 격 납건물 열저l거 (Containment Heat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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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격납건물 건전섬 즉 격납건불 따손시간과 형태에 큰 영향율미친

다. 만약 살수계통이 작동되칙만 얼제거 기능이 보장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격납건물이 과압에 의해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一 노심손상샤 Res 압력

노심손상시 RCS 압력은 주요 중대사고 현상블에 영향올 미치며 아래와 같이 4

가지 법주로 나눈다i

Pressure Ran~e (psi~)

Lo Hi

< 200

200 - 2000

2000 - 2350

>2350

High
u”u”

- 원자로용기내 주입 상태 (Status of In-vessel Injection)

노십손상사 원자로용가내 주입 상태는 노심손상을 제한하고 원자로용기 파손

시 Cavity어l 물의 Source흘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한 상태는 다음과 같다.

o 작 동 : LPSI 또논 HPSJ 가 이용가놓하고 작동될때

o deadhead: LPSr 또논 HPSl 가 이용가농하지만 높은 RC) 압력때문애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

0 호l 복 LPSI 또는 HPSI 가 노심손상후부터 예상되는 원자로

용거파손에 앞서 회북휠 경우

LPSI 와 HPSI 가 동시에 아용 불능일 겸우o 실 패

(3) 별전소 손상군의 정량화

발전소 손상군의 정량화 작업은 발전소 손상군 논리도에 의해 체계척으로 이루

어진다. 발전소 손상군 논리도 (POS Logic Diagram) 는 그립 5에 나타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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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 Ef에 나타나있논 모든 사고경위를 PDS에 할당학며 각 PDS에 할당된 값의

합이 발전소 손상군 빈도가 된다.

랴. 검토 결론

위와같이 NUREG- 1l50 (Sun~y 발전소)， System 80+ PSA 및 Surry IPE에서 사용된

112단겨I PSA 연계 밤법론에 대해 비교(표 5) 검토한 결과， 발전소 손상군율 나

누는 방법은 PDS 변수의 조합에 의해 나눈후 초기사건에 따라 다시 나누는 방법

(I“IUREG-1150) 과 단지 POS 변수의 조합에 의해 나누는 방법 (System 80+) 그리고 초

기사건율 PDS 변수에 포함시켜 PDS 변수의 조합에 외혜 나누는 방법 (Surry IPE)

둥오로 나누어 진다. 원자로 용기내 주입상태에 대한 PDS 변수 선택은(Surry

IPE) 노십손상후 거동에 대해 좀더 상세하 따악할 수 있다. PDS 계산과정은 l단

계 사건수목 뒤에 CS티‘를 붙인경우 (System 80+)가 필요한 겨I풍율 I단계 사건수목

중간에 점가한 NUREG一 1150( 연결수목). Sun'y I PE{ PDS 티‘) 보다 쉽다. 그러므로 발

전소 손상군은 POO 변수에 원자로 용기내 주입상태， 초기사건율 포합하여 POO 변

수의 조합에 의해 나누며 PDS에 대한 정보 (정량화 값둥)률 쉽게 알 수 있도륙

PDS Log i c 0 i ag，"am을 작성하고 PDS 정량화룰 쉽게하기위해 l단체 사건수북 팎에 2

만계 PSA 해석에 필요한 계통올 추가해 l단계 사건수목사 이용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아 최상으로 보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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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군 연수(Surry) 발전소NUREG-1150표

Status of RCS at Onset 0 [ Core Damage

no break (transient)
large LOCA (6" to 29")
medium LOCA (2" to 6")
small LOCA (I /2" to 2")
very small LOCA (tess than 1/2")
steam genera tor tube rupture with SG integrity
steam genera tor tube rupture without SG integrity
interfacing LOCA

T
A

되
잎
외G
H
V

。pera ted in injec tion only
。perated in injection, now operating in recirculation
not opera ting, bu t recoverable
not operating and not recoverable
HPJ failξd， but LPI operable if pressure is reduced

Status of ECCS
I
B
R
N
L

2.

Status of Containment Hea t Removal Capability

。perating or operable if/when needed
not opera ting, but recoverable
never opera ted , not recoverable
sprays operable, but no CHR (no SW to HXs)

Y
R
N
5

3.

available
not available , but recoverable
not available, not recoverable

Status of AC Power
Y
R
N

￥.

R WST Injection Capability

fully injected into containment
not fully injected, but could be injected with power recovery
not fully injected , cannot be injected in future

Y
R
N

5.

at least one AFWS operating, SGS not depressurized
at least one AFWS operating, SGS depressurized
steam driven pump operated until battery depletion, electri‘
driven pump recoverable with power recovery - SGS no
depressur ized
steam driven pump operated
driven pump recoverable
depressur ized
steam driven pump failed at beginning,
recoverable wi th power recovery
no AFWS opera ting , no AFWS recoverable

Steam Generator Heat Removal Capability
X
Y
C

,

’·

electri1
SG:

until battery depletion,
with power recovery

D

pumJdrivenelectric5

N

Status of Rep Seal C。이109

operatmg
not operating, but recoverable
not opera ling and not recov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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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UREG-1150 (Surry) 발전소 손상군

Group
Number

뺑빼
때
-
얘

G
-
피

Plant Damage
States

TRRR-RDY

S3RRR-RDR

S2RRR-RDR

TRRR-RDR

S2RRR-RCR

S3RRR-RCR

2 LOC As SlIYY-YYN

SlNYY-YYN

AπY-YYN

SlLYY-YYN

ALYY-YYY

S3LYY-YYN

S2LYY-YYN

ANYY-YYN

3 Fast Blackout TRRR-RSR

# Event V V

5 Transients TBYY-YNY

TLYY-YNY

6 ATWS S3NYY-YXN

TLYY-YXY

GLYY-YXY

7 SGTRs HINY-NXY

GLYY-YXY

GLYY-YNY

HINY ‘ Y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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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RCS Leakage Rate

Res Pressure

Release Point

표 3. System 80+ 벨전소 손상군 변수

Values

Large LOCA (LL)
Medium LOCA 1 (MLl)
Medium LOCA 2 (ML2)
Small LOCA (SL)
cycling relief valve (CRV)

Low pressure «400 psia) (LOW)
Medium pressure (400 psia to 1200 psia) (MED)
High pressure (>1200 psia) (HIGH)

Release to containment only (INC)
Release to IRWST only (IRWST)
Release outside containment only (OUTe)
Release to containment and 工RWST (INC+IRWST)
Release outside containment and into IRWST

(OUTC+IRWST)

steam Generator Availability Steam generator available (SGA)
steam generator unavailable (SGU)

Containment spray status containment spray available (CSA)
containment spray unavailable(CSU)

Containment Heat Removal status
Containment heat removal available (CHA)
Containment heat removal unavailable (eHN)

Cavity Condition cavity flooded (WET)
Cavity not flooded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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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urry IPE 발전소 손상꾼 변수

POS Parameters

containment Bypass

containment Isolation Status

Transient or LOCA Type

station Blackout(SBO)

Power Recovery

containment Recirculation
Sprays

containment Heat Removal

RCS Pressure During Core
Damage/At Vessel Failure

status of In-vessel Injection

70

Attributes

No bypass
Interfacing System LOCAs
SGTR

Isolated
Not isolated

Transient
Large LOCA
Medium / Small LOCA

Yes (SBO)
No (No 580)

Prior to RV failure
Prior to Containment failure
No Power Recovery

Yes (Sprays available)
No (Sprays not available)

Yes (CHR available)
No (CRR not available)

Lo L。

Lo Hi
High
Hi Hi

On
Deadheaded
Recovered
Failed



표 5 기촌 발천소 손상꾼 ill교표

NURFX• 1150 (Surry) System 80+ surry IPE

PIE 변수 갯수 7 7 9

PIlS갯수 31 27 45
(l. OE-9/y，않r 01 상) (LOE-I0/y，않r o)상) (l.OE-IO!y，않r 01상)

PDS 계산방법 연쩨수쭉 이용 CSET oJ용 R짧I‘ 여용

P~ 'J빼산과청 복캅 쉬울 복잡

1m 정보파악 좋읍 총융 때우좋읍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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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owOK

:ore Melt HR Fail Wet
~vent Sequence

Wet
HROK

Dry
Flow Fail

Wet
HR Fail

Dry

Containment Spray
Flow

Scrubbin

Containment
Heat Removal
ress. Reduction

HR'OK

Cavity
Condition

Wet
A

B

c

D

E

F

그림 3. System 80+ 격 납건물 방호계봉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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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요가.

일반적으로 격납건물 해석은 2단계 PSA의 핵심율 아루는 부분으로서 l 단계 PSA

주요 노심용융 사고경위와 격납건물 방호계종의 체계쩍인 조

합에 의하여 선정된 발전소손상군 (PDS) 을 초기조건으로 하여 격납건물 내부애서

파악펀분석으로부터

체계척으로 다룰모든 주요 사고진행과정율따손과 관련된가눔한 격낭건물발생

CIT) 율 분석함으로써 체계

주요 목적은 여러 종류의 격납건물 따손형태

분석 및 정량화에 있다. 따라서 분석 범위는

수 있는 격 납건불 사견수목 (Containment Event Tree,

CIπ분석의수 있다.수행될적으로

모든 현상율 포합한다.

방사성물질 방출특성의

노심 용융시부터 격납건물 따손에 이르는 격납건물 내부의

와그에따른

원자력안전성연구 (Reactor개념은CET방법으로써한위한해석을격납건물

갈으면서기본개념은이래 한 동안도입된HSS) [132] 에서 처읍Safety Study ,

[54].용용되었다해석에척납건불실져l발전소달랴하여약간씩방법율

개선된 CET 방법론윤 PSA 수행지침서 [103] 에 상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써 발천소 손상

격납건불 사건수목 구성 및 정량화， 그리

내용은.되
」

추’

좀더

그것의

WASH-1400 방법콘 이후의

있다.제시되고서l히

PDS) 선정‘States,Damage군 (Plant

세단체에 악하여Release Category) 선정동(Source Term방출분류방사선원
...,
-‘-

NUREG/CR-2300 이후에논 CET 기본구수행하는 것이다.체계적으로 CET 분석을

있어서는 조급씩 차이가 있및 해석에그것의 구성벼슷하나대개있어서는조에

현상에 대한 많은 부분이첫은 중대사고

밝혀지게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다양한 방식이 제샤되고 있다.o}~츠
l.a '-

L一
'-

일많이방식의 결점이기존이해되고;ι ..::LN.I
-L-口 --.

이후 CET 분석에는 CET 구성과 분기점확촬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Oconee PS，~ [99]

있어서

어난 결과이다.

의 산정방식에

고려한 사고진행 사

비하여

보면 최근의 NUREG-1150 격납건물 해석에셔C타‘ 구성면에서

에

가 격납건물내부의

CIT이전의

CET

닝 l 버...2...
。 닙"c.

이천의

APET)

있다 (1 01),

75

Progression Event Tree.

고려하고정점사상을

(Accident

수의

목수l커
」

엄청난



물리책현상율 주로 다룬데 비하여 APET 논 이률 현상뿐반 아니라 노심용융‘ 핵천의

원자로용기 내부의 주요현상， 각종 격 납건물 안전계통와 작동여부， 고장회북 가농

성 빛， 운전원회북 및 사고 완화조치를 포함한 사고진행에 충요한 영향을 주는 많

은 사건을 고려합으로써 종래의 CET 개념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APIT 는 수행될

당시까지 획득현 중대사고 관련 모든현상에 대한 정보룰 반영하억 CIT 률 분석 청

량화하고 존재하는 불확실성율 평가하는 것이 주된 목척이었기 때문에 대형， 북잡

화 휠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 수행펀 대부분의 CET 는 나름의 의도와 목

적율 반영하여 소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CET 정량화시 분기점 확률의 산정 방식을 보면. Oconee PSA 롤 포함하여

이전의 CET 분까점은 대부분 기존 웅대사고 관련자료에 바탕을 둔 상대밴도적 확

률개념을 채택하였요나 APET 에서는 상대반도적 확률개념과 분석자의 주판을 최

대로 반영한 주관적 확률개념율 혼용하였고 이후 제시된 대부분의 CET 에셔는 주

관척 확률개넙을 채택하고 있다 CET 분기점 정량화시 주관척 확률개념의 타당

성은 Parry [l 08] 와 Torr i [1 28] 가 상세히 소깨하고 있다.

NUREG- 1l50 이후에논 NUREG-1150 의 상세한 정보를 어느정도 포용하면서 CIT 구

조는 단순화시킨 CET/PFT [1 24 , 126. 115. 100], CET/DET [70. 71, 125]. SCF;f

[72, 90] 및 APSET [134] 등 여러 독륙한 격납건불 해석 방법론들이 개발되었다.

앞의 두가지는 CET 에서 직접 다루어지는 정첩사상들의 수률 사고진행에 대한 정

보를 손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풀이고 각 정접사상과 관련된 현상들은

현상폰척 고장수목 (Phenomen 이 ogical Fault Tree, PFT) 이나 보다 세분화펀 사건

수목 (Oecompos j t j on Event Tree. OET ) 같은， 보조수목 개념을 사용하여 CIT 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량화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된 것들이다. 나머지 두개는

i‘JUREG-1150 의 복잡성을 회퍼하고자 하는것이 주된 목적이다. 측 S않r

( Simp I iIi ed CEl‘) 는 NUREG- 1l50 과 유사한 결과들을 얻는 범위내에서 체계척인

쭉소화 과정을 통하어 ,\PET 의 구조률 단순화 시킨 것이며. APSET (Accident

P,'ogl'ession Stage Event Tl'ee) 개념은 사고전행을 륙성에 따라 몇 단계로 구분하

고 각 단계마다 연속적인 사건수목을 적절히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CET 내에 여러

개의 사건수목에 의하여 사고를 단계별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척에서 저l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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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WASH-1400 이후 현재까지 제안된 이틀 기존 격납건물 해석방법

의 여 러 특정을 체계적으로 비교 명가함으로써 국내상황에 맞는 CET 논리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기존 격납건물 해석방법의 명가

(1) 고전적 격납건울 사건수혹방법 (Conventional CET)

고전적 CET 의 법주는 WASH-1400 이후 Oconee PSA 까지 그리고 최근의 Beaver

Valley-2 PS~ [69] 에서 채택된 기본방식이 이에 숙한다. 그틀의 륙정은 고려된

정점사상 수와 :'2 정접사상을 CET 내에서 배열하는 방식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

다. W-\SH-1400 와 같이 격납건물 파손 모드로만 정첩사상율 구성할 때는 격납건

물 파손모드와 파손확률은 가시적으로 쉽게 파악힐 수 있으나， 격납건물 사건수북

그 자쳐l에는 격납건물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현상이 격납건물 파손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둥에 대한 정보는 상세히 제시되지 않는다. 더우기 격

납건물 파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방사선원의 륙성및 크기어l 중요

한 영향을 주는 현상틀을 고려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같은 격납건물 파손모드라

도 방사선원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수목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WASH-1400 에서

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률율 척철히 고려하

여 척납건물 파손모드를 재 분류함으로써 방사선원군율 정의하였다.

Zion PSA [137 ], Indian Point PSA [86], 및 Oconee PSA 둥에서는 이 러한

WASH-1400 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격납건물 파손모드 이외도 방사선원에 영향올 주

는 주요 현상들을 CET 정점사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따라 격납건물 해석이 보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부수적인 결과로， 비록 사상간의 종솜성

에 외하여 불필요한 사고경위가 많이 제거되었더라도 사건수북 자체의 구조가 매

우 복잡해지고 분석되어야힐 사고경위가 상당히 증가했다. 더우기 이들 모두는

운전원 호l복조치나 사고 완화조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과정율 단지 순수

물리적 차원에서 해석하려 했던 껏이 륙정이다. 그렇지만 이툴방식의 사용으로

보다 처l계적인 분석작업이 수행됨으로써 WASH-1400 수행 당시보다 중대사고 천반

에 대한 많은 이해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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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LG 가 수행한 Beaver Valley-2 PSA 에서는 CET 의 모든 정점사상율 최근

중대사고 연구에서 쟁점화되고 있거나 분석자틀 사이에 점차 의견의 일치률 보이

고 있는 중대사고관련 주요 불러적 현상에만 국한하고 계통관련 사건률은 PDS 에

포함시키눈 방식울 채택하였는데 이는 CET 정량화에서 불확실성 분석야나 분기

점확률 산정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된다. 축 분기점확률의 산

정방식에 있어서 중대사고 현상과 관련왼 사건은 주관적 확률개념으로 계통관련

사건뜰과 운전원 회복조치는 상대빈도척 확률개념오로 나누어 처리하는 최근 경

향율 반영하였다. 반면에 앞에서 수행된 WASH-HOO, Zion/Indian Point PSA,

Oconee PSA 동에서는 이러한 분기점확률돌이 상대빈도적 확률개념으로 처리되었

다. PLG의 CEl‘ 구성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중대사고 현상툴율 잘 명가할 수 있

지만 고압용융불 방출현상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현상을 유발시키는 경로툴율 체계

적， 가시적으로 척절히 평가하지 않은것이 주요 단점으로 져척되었다.

한편 CIT 내에서 정점사상틀은 크재 두가지 방식으로 배열하여 왔다. 초기

WASH-1400 에서는 정점사상율 사고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배치하였으나 충대사고

현상올 충분히 다룰 수 없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이후 대부분의 CET 에서는 사고진

행 순서에 따라 정점사상을 배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 사고진행 사건수복방법 (AP터‘)

종대사고에 대한 전반척인 이해와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명가하기 위한 주된 북

적을 가지고 수행된 시UREG-1150 의 APET 방법은 종래의 CET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이 빙법의 주요 특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훨 수 있다.

첫째. APET 는 이전의 CET 에 비하여 엄청난 수의 정점사상올 고려하고 있다 (

Zi on/SulTY APET 는 71 개. Peach Bottom APET논 107개) [l01). 이는 격납건물

내부의 물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노심용융 이전의 원자로용기 내부의 주요현상， 각

종 격납건물 안전계통의 작동여부， 고장회복 가능성 빛， 운전원 회북과 사고완화

조치를 포함한 사고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모든 가농한 사건을 고려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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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APET 는 모든 PDS 종속적인 사건툴을 하나의 CET 내에 고려하고 륙정한

PDS 에 대한 CET 분석은 고 PIl5 에 관련된 사건들을 CET 구조내에서 ~l 정합으로써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

둘째， 각 정점사상에 대한 분기접수도 많은 경우 10 여개를 고려힐 정도로 세분

화 하였다.

세째， CET 내에서 모사되는 이전 사건똘과의 종속관계를 상세히 고려함으로써

충대사고시 발생 가능한 주요 사건툴율 사고진행에 따라 상세히 연결하였다. 륙

히 운전원 회복조치룹 고려할 때논 회북조치 때문에 둬이어 발생하는 사상의 확

률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율 인식하고 어떤 사상의 확률값이 이천샤상의 각

상태에 따라 달라져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간의 종속성율 더욱 세심히 다루었

cL

너i째， 격납건불 사건수목의 주요 단계마다 척답건물 과압정도흘 변수로 할당함

으로써 단계별 격납건물 파손확률율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구조툴 채택하였다. 이

는 격납건물 따손확률을 사고의 주요시점마다 조사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사고진행

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악 가장 중요한 특정으로 APET 구초는 불확실성 분석올 상세히 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중대사고에 대한 여러 불확생한 현상틀윤 격납건물의 최종해색에 커

다란 영향을 미찬다. APET 에서는 이러한 현상틀을 확률분포 및 다양한 전문가의

견을 반영하여 확훌분포를 구성하고 이틀을 LHS (Latin Hypercube Sampl ing) 라

는 불확실성 전따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모든 분석은 전산코드률 사용함으

로서 가능하다 NUREG-1150 에서는 CET분석에 본격적으로 천산코드 체제

(EVNTRE) [l06] 를 도입함으로써 중대사고 현상에대한 상세한 모의률 빠른 시간

내에 가농하게 하였다.

APET에 의한 격납건물 분석은 구조가 복잡하고 사상간 섭한 종숙관계로 언하여

다른 격납건불 분석에 척용할 경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므로 그 유용생이

줄어든다. 또한 사고진행에 대한 과다한 질문을 함으로써 질문간의 연관성율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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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파악할 수 없다. 더우기 정첩사상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사건수륙의 도식화는

불가눔하게 되었고 야에따라 주요 사고경로와 잘못된 종숙성율 파악하는 것이 사

실상 매우 어렵게 되었다. 특히 각 정접사상틀이 서로 삼한 의폰판계률 맺고있

고， 사고진행 주요 단계마다 격납건물 따손형태 및 확률율 결정하기 위하여 압력

과 겉둔 불el 적 변수흘 사용하고 이것은 격납건물 파손곡션 천산코드 내부에서

비교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기존 방법틀처럽 톡자적으로 분거점확률율 산정하기

어렵다.

(3) 격납건불 사건수북/현상학적 고장수목 방법 (CETIPIT)

SAROS (Safety and Rei iabi I ity Optimization Services. lnc.) [1 24 ], System

80+ PSA , 빛 Palo Vel'de IPE (Jndividual Plant Examination)에서 격납건물 해석

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EPRl [l00] 가 격납건물 해석방법으로 추천

하고 있는 CETIPFT 방식은 CET 구조와 명확성과 주요결과플에 대한 해석율 쉽게하

기 위하여 사고진행을 모사하는 정점사상의 수를 가능한한 줄이고 정접사상율 유

발시키는 세부현상은 기존 l 단계 PSA 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고창수록 개념을

현상학적 사건에 확장시킨 현상학적 고장수목 (PFT) 이라는 보조논리 체계로 처리

함으로써 격납건물 사건수똑의 구조를 단순화시킨 것 이다. 얼반척으로 CIT 자채

는 대략 10-15개 정도와 현상학적 주요셔건틀에 의하여 사고진행의 전 과정을 표

현하며 현상학적 고장수목의 일관성 있는 구성 및 정량화를 위하여 단져 2개의 분

기점만이 하용된다. 실제 CET 점점사상의 선정은 NUREG-1l50 갈은 기존 여러 정

보룰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i단계 PSA 수행사 고려펀 사

건과 격납건툴 계롱서이의 상호작용 맞 노심용융물의 격냥건불 내부에셔의 불리

척 진행과정 동으로 인하여 격납건물 파손모드 및 Source Term 거동에 큰 영향율

미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점사상을 구성한다 CET 정첩사상의 수를 합려척으

로 선정하면 각 정점사상을 유벌하눈 서l부사건들윤 현상학척 고장수북에 의하여

보다 상세하거l 다루어지고 정량화된다. 현상학적 고장수목의 기본사상(Basic

Event) 들의 선정시 각 정점사상을 유발사컬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현상 및 계롱

관련 세부사건릎이 고려핀다.

현양학척 고장수목의 정량화는 다음 써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절 수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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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여러 겨존격납건물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크거나 발전소

름성에만 영항을 받는 일반 중대사고 관련헌상들의 확률들운 POO 나 사고진행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통상 특정한 값으효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툴

째， 현상학적 고장수목에서 고려되는 계통관련 사건틀은 CET 에 고려된 현상학척

사건툴에 영항을 주는 경겨I조건을 정의하기 위한 논리적 기초로만 제공된다.

즉 이틀 사건들은 PUS 에서 정의판 사건들과 칙접 관련된다. 따라서 이틀 사건툴

운 PDS에서 장의된 그 계통들의 상태에 따라 0 이나 l 어느 한 값으로 할당된다.

세째. 이전단계에서 성공이나 실돼 어느하나로 정의원 사상률은 않T분기점의 조

건에 따라 0 이나 l 어느 한 값으로 할당된다. 이툴 사건률은 CET 내에서 사건틀

의 종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CET/PFT 방식의 특성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점사상중에서 쟁접화되어 있거나 보다 상세한 분석율 요하는 북잡한 현

상률은 계통사건수목과 고장수목울 연결하는 71존 l단계 PSA 방식율 채댁함으로써

l단계 PSA 와 2 단계 PSA 를 동시에 분석힐 수 있는 채처l를 제공한다. 하지만

CEl /PIT 에 의한 정량화 방식은 적은수의 정점사상으로도 주요 중대사고 현상툴

올 현상론적 판접과 겨l통의 작동상태에 따라 효과적으로 명가활 수 있는 장첩은

있으나. PIT 에서 고려되는 모든 세부사건들이 사고진행에 따라 상호의존척 관계

를 가집에도 불구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 정량화되는 구조률 채택함으로써 사

고진행에 따른 쩍납건불 분석율 효과척으로 수행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CET/PFf 방식은 사고전행에 의한 기존의 격납건물 반용해석과 개념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중대사고해석사 가감 고려될 수 있는 확률이 큰 사건

은 기존 계통사건수목/고장수목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희쉬사건 근사화방식

(Rare Even t Appl'ox i ma t i on) 으로 PIT 에서 확률을 전파할 경우 최종 결과에 상

당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보다 PIT 기본사상확률에 대한 합러적인 전파방식올 고려

해야 한다

뚫째. 방사선원 특성을 다루는 정접시상을 CEl 에 포합시킴으로써 멸도의 작업

없이도 격납건물 파손형태에 따른 방사선원 특성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

다. 그러나 이경우 WASH-1400 에서처럽 통상 방사선원 방출분류는 결말치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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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영향 및 격납건물 따손경로에 따라 재구성 되어야하는 단점이

격납건불 따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민감도분석이 용이하

없다는 것이다. 사고진행시 운

서l째，

고려할 수적절히단점으로는 운전원조치를다.

구조로는 이률데 기존의머지게 되는。i 흩t 。
。 01를이후사건에조치가 취해지면

모사할 수 없다.

전원

적절히

모든 세부사건률율 하나의

개개 정점사상 현상을 분석하는 데 기존 사고진행 사

PIT 방식은 륙정한 현상 및 정첩사상과 관련된너l째，

포함시킴으로써

건수목보다 상당한 도움을 준다.

고장수목에

사고진행에 따른

도옴올 주는 변수률 적절허 고려힐 수 있

하나인 격 남건불 사건수목내에서장접의마지 막으로 기존 APET

단계 i셜 격납건물 파손확률을 파악하는데

다루어지지 않고 따변수들이 CET/PIT 륙성상 PFT 내에서 직접하7. 1 만 이뜰다.

변수률여 각 사건에 어떤 영향올 마쳤는가률 가시척으-,로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로 따악할 수 없다.

(4 ) 격 납건물 사건수목/분해사건수목 방법 (CET/DET)

가 제안하고 Surry IPE 률71]Environmental Co.) [70.HNliS l Ha 11 iburton NUS

또한방식CETIDET사용된방법으로되
」

주격납건물해석의에서[ 125]PS.",위한

제한하거 위해서
.A a
T듣r정점사상들의고려되는에서CET마찬가지로와CET/PFT

그것과 상당한 유사점이의개발었지만 CET 를 보조하는 보조논리체계는 CET/PIT

그것처혐 격납건정접사상은 CET/PIT 의즉 CETIDET 의 CET 에서 고려되는있다.

방출에 주요 영향을 미쳐면셔 중대사고진행의 각 단계

사고진따라서사건틀로 구성된다.

일련의 결과들율

다른 결과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고 이에따륜

현상학적발생하는

울 파손륙성 및 방사선원의

상당히에서

정의하기위하여

법위로 안정되는 대개

이경우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효과가 서로 관련되는

요행가능성을

혈수 있는명확히수는 CET 해석흘정점사상틀의되구

정도로 제한펀다.10-207»

직접거열현상，

압력증가에

예를틀면 격납건물

원자로용기 파손셔점에서 격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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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정점사상에

및 중기폭발둥은

하나의사건틀은

조기수소연소，

u:l ttl
:;0; 켜;



직접 영향올 미쳐므로 이들은 조기 격납건물따손아라는 하나의 정첩사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접사상들은 그률의 발생순서에 따라 CET 내에 배열된다. 대，

부분의 정점사상들과 분기점틀은 ’JUREG-1150 의 정보률 기초로 선정될 수 있으나

CET/PFf 와 달러 두깨 이상의 분가점에 의하여 현상을 상세히 기술 할 수 있다.

고려된 정접사상률을 유발하는 세부현상， 계통완련 세부사건. 및 운전원 회북조치

동은 각 정 점사상당 하나의 분해사건수목 (Decomposition Event Tree , DEπ) 에 의

하여 모사되고 정량화된다.

CET 정량화시 DET 에서 허용되는 사건률은 륙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다. 첫째는 구분사건 (Sorting Event) 으로서 분기점중 단지 하나에반 l 의 확률

값이 함당되고 나머지 분기점틀은 0 으로 정해지는 사건틀이 이에 숙한다. 구분

사건의 분기는 PDS 나 CET 이전사전와 상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사고경로어l

대한 종속성을 파악함으로써 구샘된다. 또한 같은 구분사건의 부류에 속하는 사

건들은 하나의 CET 정점사상에 대하여 공통된 DET 에서 다루어진다. DET 에서 허

용되는 두번째 부류는 일반적으로 0과 l 사아악 분할율 (Split Fraction) 에 의

하여 확률값이 혈당되는 사건들이다. 어느 부류에 숙하나 DET 의 최종사건운 CIT

에서 고려한 정점사건들과 겉아야 환다. 각 DET 를 구성할 때는 DET 최종 분기점

들이 분해되는 CET 정접사상과 잘 부합해야하고. 선정된 DET 써부사건플은 기존

데이타와 기존의 여러 격냥건물 분석결과틀을 참조하여 합리척으로 정량화되어야

하며， 또한 DET 세부사건툴과 PDS 초기조건 빛 CET 이전사건 상태와의 종속성이

업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CET/DET 방식의 특정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CET 와 DIT 로 주어지는 일관성 있는 사건수복의 구성으로 사고진행과정

을 일관성 있게 모사힐 수 있다.

둘째. 적은수의 정접사상으로도 주요 중대사고 핸상들을 현상론적 관첩과 계통

의 작동상태에 따랴 사고잔행에 따른 상호의존적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효과척으로

팡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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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격납건불 파손에 중요한 영향울 미치는 현상에 대한 뿔확실성 및 민갑도

분석이 용이하다.

네째， 운전원조치를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격납건물 사건수목내에 사고진행에 따라 격납건물 내부압력율 척쩔

히 표현하고 그것에 의하여 단계별 격납건물 파손확륨을 파악하는다l 도옵을 주는

변수룹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OET 사이의 종속성을 척절히 고력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축약된 격납건불 사건수목방법 ( SCE.T)

(NEl 에서 개발된 SC£T(Simplified CET) 방법 (72 , 9이 은 척납건물 반웅해석율

위한 .-\Pl:.-J‘ 로부터 직접 구성된 APET 의 축소모벨이다. 따라서 CET 구조뿐만아니

라 분기점 확률 또한 APET 의 그것에 직접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APET 가

모든 POS를 다룬데 비하여 SCET 의 기본적 구초는 륙정 PDS 마다 하나의 CET 률

구성함으로써 그 Pffi 에 의한 주요 사고현상 및 격납건불 파손 메카니즙율 파악하

기 워하여 APET 로부터 여러 반복된 축약과정을 거쳐 주어진 사고 겸위에 대한 결

말치 (Consequence) 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건률율 선정함으로써 개발된

다. 즉 각 PDS 애 대한 하나의 SCET 는. APET 로부터 종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점

사상 및 분기접을 선쩡하고 그것에 의한 결과와 APET 어l 의한 결과가 비슷해질 때

까지 덜 중요한 사건은 채거하고 필요한 주요사건을 추가하는 여러단계의 반북작

업을 겨지면서 구성띈다. 이러한 과정울 거칩으로써 seET 의 구조는 APEI' 에 벼하

여 상당히 단순해진다. SCEr 구성의 이러한 모든 작엽은 NUREG-1150 에서 사용된

£VNTRE 코드와 PSTEVNT [ 107] 코드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EVNTRE 코

드는 -\PET 결과와 seET 결과률， 축소화하는 반복작엽 과정에서 비교함으로써

SCET 의 정점사상풀율 선별하는데 중요한 정보 및 유용한 수단올 제공한다. 그라

변 SCEl‘ 의 최종 사고경위는 APET 사고진행군 (Accident Progression Bin, APB)

의 특성에 따라 상호 연결펀다. 이틀 사고진행군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PSTEVNl‘ 가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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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T 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그껏의 유연성 (Flexibility) 율 보강시키는 몇가

지 주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seEr 는 노심손상 이전사건 (front-타ld) 과 노심손상 야후사건

(Back一 End) 을 작절학 고려함으로써 두 사건들 사이의 상호작용율 효과척으로 모

와한다 Fl'ont-End 사건은 주어진 사고경위의 반도 및 륙성율 정의하거 위하여

사용되고 Back-f.nd 사건은 주로 격납건물 내부현상 및 결말치에 중요한 사고완화

조치를 명가하기 위하여 선정된다.

둘째· scer 는 APET 에 바하여 단순하고도 간결한 표현으로도 현상울 잘 기술하

고 그것으| 결과 또한 유용하다. 일반척으로 SCET 의 정점사상의 수는 10-15개 정

도가 고려된다. 이것은 NLJREG-ll50 의 APET 률과 비교하면 엄챙나게 줄어든 것이

다. 더우기 사고경위룰 보다 간단히 하기위하여 APET 에서 고려훤 다충분기컴 채

넙율 적절한 방식으로 제거합으로써 seET 에서논 모든 분기점을 두가칙 상태

(Bi nal'Y) 로만 한정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SCET 의 모든 사고경로가 한장의 종

이위에 가시척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은 각 사고경위에 대한 격납건물 거똥을

쉽케 따악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격납건물 성눔을 모사하는 분기점울의 선정

에는 보다 많은 반복작업이 요구된다. 또다른 특정은 기존 APET 가 모든 가능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였으므로 SCET 에서는 추가적인 불확실성 분석을 힐 필요가 없

다는 점이다. 이것은 seEr 가 CET 의 정량화 보다눈 여러가지 중요한 사건의 영

향율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그대로 반영한 때문이다. seET 에 할당된 값툴은

,L\PET 에서 혈당된 불확실성에 대한 최적확률값이다.

세째· seET 는 격납건물 개선과 관련펀 잠재척 이득울 정량화하고 최근 중대사

고와 관련된 연구쟁점틀의 상대적 영향을 비교하논 유용한 수단율 져l공한다. 예

룰돌면 격납건물 Venting 또는 Venting 천략에 대한 잠재척 개선의 설절척 이묶은

APET 구조로 명가하가가 쉽지않다， 일단 APET 결과들과 비교하여 seET 구조의

합리성아 인정되면 Ventin응 효과를 평가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네째· SC£[ 는 중대사고시 격납건물 반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현상틀 및 중대사

고 관리측면에서 위험도에 대한 다양한 민감도/불확실성 분석율 수행하는 효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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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도 융통성있는 수반을 제공한다. 더우기 불확실성/만감도 계산을 위하여

SCET 를 수정하고자 할때 대웅되는 정잠사상 및 분가점들이 쉽케 파악된다. 이것

은 물러적 변수와 관련된 불확설성을 펑가하고자 할때 가능한 범위의 값률을 쉽게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얼반적으로 scer 에 의한 격납건물 해석은 원자력발전

소의 운잔으로부터 결과하는 위협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률이나 불확실성

에 대한 절대적인 아해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격납건물 반웅이나 잠재척 위험도

감소요인의 보강에대한 이특을 체계척으로 연구하는 한 방법율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왼다.

(6 ) 사고진행 단계별 사건수목 방법 (APSET)

기존 격납건물 사건수목 방법은 고려된 PDS 각각에 대하여 하나의 CET 흘 구성

하는 방식을 택하나 JAERJ 에서 개 발펀 APSET (Accident Progression Stage

Event Tree) (134) 에서는 PDS 개업을 따로 고려하시 않고 하나의 전체적 CIT 내

에 모든 사고경위에 대한 사고진행과정율 ’노심 용융 전 단계 (Pre-stage for

core mel t) ’, 노심 용융으로 부터 원자로 용가 파손 시접까지룰 모사하는 ·노심

용융 단계 (Cor'e-mel t progression stage) ’, 원자로 용기 파손 후 극히 짧은 시

간데를 모샤학논 ’노심용융물 방출단계 (Debris exit stage) ’. 및 격납건물풍 방

출된 노심용융물이 장기작으로 사고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사고 진행 단계

(Long- term pl'ogress ion sta응e)둥 몇 단계로 나누고 각 단져l마다 사건수봅율 구성

하는 망식을 채쩍한다. 이러한 사고잔행 단계툴은 격납건물 반웅에 영향올 미치

는 주요사고 륙성에 따라 구분되며 각 단계멸 사캔수목은 연계인자 (Interface

Parametel' ) 개념올 사용하여 연결한다. 한 마디로 APSET 는 천 사고진행 과정율

모률화시켜 이것을 하나의 종합적 CET 로 합성화하는 구조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APSET 는 (1) 사고 진행 단계의 구분 (2) 단체별 격납건물 파손 과

정 풍석 (3) 정점사상의 섣정 (4) 단껴l 별 초기 조건의 선정 (5) 단겨l별 사건 수북

구성 빛 (6) 연계 인자 혈당 등 여섯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다， JAERI 가 APSET

방식을 사용하여 서ARK-II 타입의 BWR 격납건물을 해석할 때는 노심용융 전 단계에

서 7개， 노심용융 단계에서 10개， 용율물 방출단체에서 II 개， 그러고 장기사고 잔

행 단계에서 12개 등 모두 40개의 정점사상윷 고려하였다. 륙히 여거서 주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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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단계별 초기 조건의 선정과 연계 인자 혈당 과정이다.

단계별 사건 수목의 초기조건운 그 단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천 단계의

물c! 적 현상에 의하혀 결정된다. 즉 l 단계 사건수목의 초기조건은 노심 용융경

우J. 2 단계는 RCS 압력. 3단계는 원자로 용가 파손 모드. 마지막으로 4 단계에서

는 노심용융불 파연의 격납건물내에서의 축척장소가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연계

인자는 전단계에서 정의된 사고경로와 후단계 사건수목의 초기초건율 객l공하는

발전소상태 및 전단계 사건의 후단계 사건에 주는 영향둥율 고려하여 결쩡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계인자는 l단계와 2단계 사이에는 원자로 압력상태

와 격납건물 냉각성. 2단계와 3단계 사이에는 원자로용기 따손모드， 원자로 압력

상태 및 격납건물 냉각성， 그러고 3단계와 4만계 사이에는 격납건물 냉각성 빛 격

납건물니l 노삼용융 따펀의 촉척장소 등이다. 나머지 과정은 기존 CIT 분석에서

고려된 것툴과 유사하게 구성된다.

APSET 는 다읍 몇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APSET 에서는 사고시작부터 종결까지를 하나의 사건수묵으로 처리하지 않

고 사고진행 단계에 따라 사건수묶을 구성함으로써 단계별 격납건불 따손모드률

따악하기가 쉽다. 또한 이러한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구조는 모든 중대사고 현상

을 하나의 CE.T 에서 동시에 모사힐 수 있옵으로 인하어 사고경로의 이해가 용야하

며 사고진행의 각 단계에 따른 사고 완학조치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륙하 유용하

다. 더우기 각 단계에서 고려된 사간대가 짧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는 척은수의

정접사상으로도 그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상을 잘 모의할 수 있다.

둘째， cεr 를 모률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가 웹고 구성이 버교

적 간단하다. 하지만 연계인자의 수가 많아지면 결과하는 각 단계별 사건수북

구조논 상당히 복잡해지고 연계인자의 수콜 줄이연 전단계에서 고려된 정보률 상

실혈 수 있다. 따라서 연계언자를 합러적으로 선정하고 그 수률 적절히 해야만

격납건불 반웅해석을 효과적으로 힐 수 있다. 더우기 중간단계에서 사고진행 분

석에 대한 오류가 벌생하면 그것아 후단계의 모든 사건수목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수목 자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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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단계별 불확실성과 민감도 분석윤 비교작 쉬우나 전채적인 관점에서 북면

불확실성이 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연계인자의 사용으로 후단계로 직접 천탈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므로 전체적인 불확실성 및 민감도 분석이 효과척이지 못하다

이것은 1 단계 PSA 결과릅 격납건물 사건수목에 칙접 연결할 때 생끼는 문져l점과

유사하다 APSET 에서는 각 단계마다 이러한 푼제점이 생기므로 중간단계에서 약

간의 오휴만 발생해도 최종결과어 I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격납건활 사건수목의 논리구조 션정

종대사고 현상에 대한 격납건물의 합리적인 분석올 위해서는 보다 체체척언 해

석방볍아 필수척으로 요구환다. 아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개션왼 격

납건물 해석방법울 도출하기 위하여 7{존 격납건물 해석 방법틀의 주요 륙성율

분석하였다. 결과로써 기존 격납건물 해석방법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핵심적인 내

용이 표 6 과 같여 파악되었고 이률 다시 표 7 에서처럽 주요항묵으로 세분화

하여 격납건물 사건수북의 륙성을 상세히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 세로운 격납건물 사건수목이 갖추어야힐 주요 논cl구조 및 요건으로

다읍 몇가지가 도출되었다.

1 ) 사건 수목의 구조는 가능한한 단순하게 하되 사고경위의 정량화 과정운 쳐l계

적일 것

격납건물 반웅을 상세히 명가하기 위해서는 CIT 구조가 크고 복잡할 수록 유용

하나 이 경우 C띤 자체를 구성하고 청량화하고 분석하는 일 또한 그만큼 힘들어진

다. 또한 중대사고 전반적인 현상과 CET 구조의 논~l 적 처l계에 대한 상세한 지

식이 없으면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상당허 어렵다. 더우기 그런 유형의 CET

구초는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항상 전산코드의 입력파일 (Input file)

행태로만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CET 는 도식적 표현이 가농하게

함으로써 사고진행과정의 추적이 쉬우며 격납건물 파손모드냐 방사선원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틀의 구멸이 용야할 수 있는 구조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럽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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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대형 CET 의 장점율 충분히 활용하기 워하여 대형 CET 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현상을 충분히 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률위해 CET에서 고려되는 정점사

상의 수는 가놓한 한 척께하여 CET 구조를 단순화 시키고 나머지는 보조수혹혹

사용하여 보다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척이다. 보조수북와 사용은 사고

경위를 체계척으로 정량화 하는 한 방안이기도 하다.

2) 분기점 확뀔개념의 적용에 일란성어 있을것

확률의 정의와 관련하여 두겨지 해석어 존채한다. 하나는 상대빈도 (Relative

frequency) 적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분석자의 신엽정도 (않gree of bel ie f) 를

나타내는 주관적확률 (Subjec t i ve probab iIi ty) 해석이다. 상대 빈도적 해석은

수많은 독립적인 시도 (TI'ial) 에서 특정한 값이 갖는 상대빈도로써 확률옳 정의

하는 것이고 주관걱 확률은 그 특정한 값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개깨얀의 신념정

도로 정의된다. 따라서 전자는 륙정한 값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가정이 전제가

되고 후착는 그것이 일어날 수도 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천채가 된다.

전자는 기존 지식을 나타내는 반면 푸자는 신념을 나타낸다.

초기 CET 는 노섬용융사고 경위를 정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계통사건수북의 한

연장으로 고려되어왔으떠 그 분기점확률 또한 계통사건수묵의 그첫 (상대빈도척

확촬) 과 유사한 성질울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지만 여러 물랴현상

틀의 발생유무와 관련된 CET 분기점들에 대한 확률해석은 계롱사건 수북악 그것、

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

CET 분기점을 주관적확률로 해석하는 주펀 근거는 증대사고 현상률이 대부분 확

률론적 모델보다는 결정론척 모텔에 의하여 펑가되므로 이로부터 산정된 확률운

상대반도적 의미보다는 주관적 의미가 보다 찰 부합할 것이다 라는마 았다. 이러

한 점은 보다 최근 PS-\에서 널리 인식되어 왔다. 확률와 의미에 관한 맑의 두가

지 해석은 현상학척 사건들과 계몽관련사건들이 하나의 CET 내에 동시에 존재할

때 최종결과의 해석을 상당히 어렵게 한다. 이것은 상대빈도적 확률은 최종값의

발생빈도에 적접 영향을 주지만 주관척 확률은 그 자쳐l가 일련의 사고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의 한 표현이 되므로 초l 종값의 발생빈도에는 영향을 주지않고 단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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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불확실성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환 문제를 피하고 분기점 확률에 일관성을 주기 위하여 최근 CEl‘ 들은 계통

관련 사건틀은 PDS 에 포함사카고 CIT 는 현상학척 사건틀만 다루는 경향이 짙

다. 따라서 CIT 내에서 계통관련 사건들과 현상학적 사건툴율 구분하여 계통환

련 사건들은 각 PDS 와 결합시켜 륙정한 사고경위를 유발시키는 초기조건으로 깐

주하면 현상학적 사건틀은 일관성있는 확률개념에 의하여 정량화 될 수 있다.

3) 불확실성분석 및 민감도분석아 용이할 것

CIT 불확실성분석 방법윤 상대빈도적 확률 및 주관척확률 충 어느 껏율 션택하

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분기점확률이 상대 번도적 개념으로 산정되논 경우

그컷의 월확실성은 똥상 확률분포뭉 표현할 수 있다 CET 내의 이련 확률분포들

은 적절한 전파 방식쓸 롱하여 최종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분포를 생생한다.

한편 훈기점확롤이 주관적 확률개념으로 산정되면. 앞에서 거술한 바와 같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의 한 표현이므로 따로 불확실성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

지만 분기접확률울 산정할 때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고려하면 일단의 천문가의견

자채가 분기점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운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 여 불확실성

분포뜰은 또다시 최종결과에 대한 불확설성 분포를 생성하게 되며 이것운 다양한

전문가의견을 반영한 값틀로 해석힐 수 있다

CEl‘ 에 의한 격냥건물 반웅분석의 또 다푼 증요한 요소는 어먼 축면와 격납건물

모탤렁이 최종결과에 가장 민감한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만감도 분석은 격답

건물모델의 여러 약점올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CET 민감도분석은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증 하나는 각 정점사상의 분기점 종 어느

하나만야 가농한 사건 {확률 l 을 할당) 이고 나머지 분기접 (확률 0 율 혈당) 은

불가능한 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따른 최종값 (특정 방사선원 방출분류의 확률)

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식의 띤강도분석은 CIT 내의 현상학척 사고진행

과정에서 특정 분기점 사건만을 고려할 경우 고 사건의 최종결과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기즐 평가하는대 초점을 둔다. 다른 분기접어} 대해서도 같은 방식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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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각 분기접사건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명가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분기

점확률의 산념정도 해석을 고려하여 룹정한 분기접확률을 타당한 값들의 범위내에

서 변화시킴으로써 최종값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축. 각 정점사상

에서 파생되는 훈기점사건틀의 확률값아 동시에 연힐때 최종결과의 변동율 분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각 분기점확률률은 전자에서 고려한 (1. 0) 나 (0, 1) 의

조합에 한정시커지 않고 최적값인 베이스라인 값들로부터 불확실성 범위내의 어느

값들로 변경된다. 이러한 민감도분석 방식은 CET 내의 분기접 확률율 할당할 때

어떤 전문가가 할당한 분기점확률값틀이 최종값에 어떤 영향율 미치는가톨 파악하

는데 춧점을 둔다.

4) CET 내의 주요 현상들율 합리척 방식으로 모사할 것

사고진행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우l 핵서는 가농한한 이전 사건률과의 상호작용

및 적절한 종속성. 운전원 회복조;';] 빛 사고 완화조치， 사고 진행에 따른 격납

건물 안전 겨l동의 척절한 동특성. 사고의 코기에 의하여 결정되는 몰려적 매개변

수들윷 사용한 사고단계별 격납건물 따손상태 추적， 그러고 중요한 사건의 상세한

모의를 위하여 다종 분기접동올 고려힐 수 있는 CET 구조얼수록 더욱 좋다.

5) 주요 사고경로 및 중간결과의 추적이 까능할 것

6) 잠재적 격납건물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사건의 추가 및 불필요한 사건의 제거

동 CET 수정이 용이할 것

7) FI'ont-End 사견을 적젤히 고려하여 FI'ont-End 사건과 척납건불 사건들

사이의 상호작용율 적절히 허용혈 것

상기 7가지 주요 요건올 만쪽시키기 위해서논 적절한 수의 정점사상울 고려하는

사건수꽉과 이를 보완하는 보조수묶율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격납건물

해석 방볍에서는 보조수목으로 PIT 와 DI;]‘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룹의 장점

에도 불구하고 PIT 는 격납건물 해석사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요건 4)률 효

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단접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PIT 구조 자체가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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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독럽적으로 구성 정량화하지 때문이다- 이에 반하역 DET 눈 위에서 고려된

거외 모든 요건율 만족 셔킨다. 특히 사고진행 순서에 따른 사상간의 종속성에

의하여 CET 가 구성되논 현채의 격납건물 해석방법에서는 보조수목으로서 PIT 보

다 DEI‘ 가 보다 척절하다. 하지만 기존 CIT/DIT 채제률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논 보다 세심한 CIT/DET 구성 및 계산과정을 통하여 그것의 단점율 보완

하고 거존 CET 방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을 추가힐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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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존 CET에서 사용되어온 주요 논리개념

eET 구조 eET 사건구성 eET 청량확

CET 분류 청챔사상 모웰링 훈기챔확홉개념

- General CET - Dependency - Phenomenological Events
- Accident Specific eET - Recovery I Mitigation Action (subjective probability)

- Dynamics of ESF - System Failures :
- Binary' MUltiple branches (relative frequency)

eET 유형 - User Input Parameters - Operator Actions
(relative frequency)

- Conventional eET
- APET
- seET 보초수목 사용

- eETIDET
- eET/SLT - PFr
- APSEl‘ - DET

격납용기 확손모드 청량화

- Summation Parameters
- Threshold Parameters
- Reference Parameters

활확질성 갱량화

- Uncertainty Propagation
- Best Estimate Propagation

사상확홉 추갱

- Direct Assignment
- Qualitative Terms scaled by

Quantitative Prob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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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촌 격납건물 사건수목 논려비교표

eEls eET APET SCE! CEl/DEI CET/sL1‘ APSET

WASH 1400 Oconee PRM Surry Peach Surry IPE SysteM 80+ PRA MARK-II
비교항북 8V2 PSA•• (NUREG- 1l50) Bottom (BWR)

갱상사건수 5 17,*, 12•• 71 10 - 15 9 10 40
훌기캠 수 2 2 다충 2 다충 2 2
보초수혹 없융 없융 없융 없융 었융 있용 없융
확톨채냄 상대빈도 상대빈도*， 추판책 확훌 빛 주판쩍 및 추판혀 확홉 ~판쩍 확훌 .，..판쩍 확용

추판썩 확훌•• 상대빈도 용용 장때번도 풍용
사건 오외 현상충싱 계흉 및 현상* 계용 빛 협상 계흉 및 현상 혐상충생 현상중심 협상중심

현상충섬••
갱량화 수준 개략혀 다소 상채합 매우 상세함 상.All함 상째합(쩨껴l 쩍) 상째항(쩨계혀) 상세합

민감도훈석 어려용 용이함 상째합 효파쩍 용이합 용이함 째한혀
훌확생생불켜 째한쩍 용이합 상찌항 쳐I 환쩍 용이합 용이합 체한쩍

혜핵쿄도 짧요성 핍요함 펼요없용.， 펼요합•• 훨요합 훨요없융 훨요합 펼요없융 평요없융
도식화 갱도 쉬용 쉬용 훌가놓 쉬옴 쉬용 쉬용 어려웅
구호외 일반생 나황 좋융 얘우좋융 좋융 훌용 좋융 매우좋융
표훈화 가놓생 어려융 좋융 어려용 총융 총용 좋융 좋융

수혹구생 매우쉬용 비교척 어려용* 매우 어려용 어려용 쉬융 쉬용 어려용
쉬용••

수륙검토 얘우취융 비교쩍 쉬용 매우 어려융 어려용 취용 쉬용 어려용
수혹해쩍 매우쉬용 버교쩍 쉬용 매우 어려용 쉬홈 쉬용 쉬용 비쿄척 쉬용

추요현상오탤링 고려힐톨 척절혀 고혀 상째혀 :il려 쩍췄히 고혀 쩍쳤혀 고려 쩍철해 .:il혀 상쩌히 고려
사상간 총용생 고혀협톰 척쳤히 고혀 상째획 고혀 상세혀 고혀 쩍쩔혀 고혀 채한혀 혀철혀 고혀
폴끼갱 다충성 고려명톰 가놓합 다충생 고려 가놓함 쩍캘히 고려 홉가놓 ;7}놓합
감소 회확조쳐 고혀명톰 7t놓함 상..Ill혀 고혀 쩍캡혀 고혀 쩍철히 고려 그l혀 1힘용 가농합
메깨변수사용 고혀협동 가놓합 상새혀 고려 가농항 가농합 고려명륨 가놓합
ESF 폼혹생 고혀혐톰 가놓함 앙새혀 고려 쩍컬혀 고려 쩍껄혀 고려 고혀헝홈 가농합

사고경위추혀 훌7}웅 쉬용 매우힘톰 벼교혀취용 벼교혀쉬용 다소헝톰 때우협톰
사고갱위처리 간단함 간탄함 혹장함 간단합 간당함 제한혀 따소확장합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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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거l 되면， 운전원은 축시 이률 북구하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의 버상시애는 발전소 상태

에 대한 정보외 과잉과 판단의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운전원이 쩍절한 북구조치

률 취하지 봇할 가농성도 있다. 더우기， 미국의 TMl 사고애서 보듯이 이

와 같은 운전원의 실수는 원전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근

래에 툴어 이와 같은 운전원의 실수틀 줄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원

전의 비상운전 지원 시스템이 많아 개발되고 있다 [93. 63, 73, 48. 22. 15,

38].

71본적요로 원전의 비상운전시에는 비상운전절차서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EOPs)에 따라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바상

운전절차서는 사건위주 접근방식 (Eνra1t-Based Approach)과 기농위주 첩근방식

(Function-Based Approach)의 두가지 벼상 운전 지침으로 야루어져있다.

이 중 사건위주의 접근방식은 어헌 사고인지 파악이 되는 상태에 대한 칙접척인

운전AI 섬을 제공하므로 단순하고 효과적인 반면 기술되지 않은 상항에 대해

서논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변에， 기능위주의 접근방식은 상황의 진

단 과정이 없으므로 다양한 경우의 사고에 대비힐 수 있으나 최척의 북구룰 못

한다는 단점여 있다 [59] . 또한. 비상운전절차서의 구성과 분기가 북잡함에

따라 비상시에 운전원이 이를 정확히 수행하기에도 어려움어 있는 실정이다.

당실에서는 운천원 지원시스템의 개발을 워하여 비상운전절차서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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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하여 좀더 체계적인 운전지칩을 저l시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확률

론적 안전성 명가 기 업 (Probabi I istic Safety Assessment , PSA)과 계동도

(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률 이용하여 좀더 구체척인 지침 및 판

단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원전의 비상운전지원율 위한 성풍경로 탐색시스템

KOSSN (KAERI developed Operator' Support System for Nuclear power plant) ’ 율

지난 5년간에 걸쳐 개발하여 왔다 [김태운89 ， 양준언91 l.

KOSSN는 논러적/체계적으로 분휴왼 운전원 조치사항， 구체적인 성공경

로 및 사건수목에 따른 상태예측 둥을 운전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비상상황시

에 운전원이 적철한 의사결정을 내렬 수 있도록 하논 것율 묵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온 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원의 실수 가능성율 감소시키며. 궁국척

으로는 알전소의 안전성옳 향상사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OSSN는 Prolog 언어와 X-window률 사용하여 Workstation에 구촉되

어 있다. 구처l적인 KOSSN의 개발 환경윤 표 8 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나.본흔

KOSSN는 그럼 6 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눔멸효 운전 착침 져l공 모률， 성공경

로 생성 모율， 성공경로 운전도 껴l산 모뚫. 발전소 상태 예측 모률. 제어 모률

및 더|이타베이스 등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격 있다. 각 모률의 기농에 대해 살

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전Al 집 저l 공 모월

KOSSN에서는 벼l상시 발전소의 구체적언 운천원 조치 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리 3.4호기의 비상운잔절차서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지침 체공 모률의 지식

빼이스를 작성하였다 OJ. KOSSN에서는 체계척인 운전지침의 제공율 위하여 비

상운전절차서를 재구성하여 운전원의 조치사항을 크게 서I가자 단계로 분류하

여 운전원에계 제시하여 준다 KOSSN 으l 각 단계별 조치 사항의 개략척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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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 9 에 나와 있다.

먼저. 1단계 조치사항은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팡 빛 조치사항애 태한 궁극척 ,

인 목적을 의마하며， 이는 비상대웅지침셔 (Emergency Response Guidelines.

ERGs)의 내용 중에서 "High Level Action Summary"에 해당한다. 이 1단계 조치사

항은 각 절차서별로 약 5개 이내의 항묵으로 이루어져 있어， 운전자가 그

조치사항에 대한 근본 목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율 제공한다. 예룰 틀어

’벼상-0 ’ 절차서에 포합된 l단계 운전원 조칙사항으로는 ’원자로보호계

통 및 안전계롱의 자동 작동 확인· 및 ·적절한 최척북구절착서의 판명’ 둥

이 있다.

다읍 2단계 운전원 조치사항은， 해당 l 단계 조치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이며. 주로 발전소의 계통과 관련된 조치사항이다. 이는 비상대웅지침

서의 'Step Sequence’에 해당학며， 각 절차서별로 약 40개 이내의 항북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1단계 조치샤항이 ’비상-0 ’ 중에서 ’완자로보호계통

빛 안전계통의 자동 작동 확인·인 경우에 이를 위한 2단계 초치사항으로는 •

안전주임 유량의 확얀’ 및 ’보초급수 유량의 확인· 퉁이 있다. 그러고 현재

요구되는 i 단껴} 조치사항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만약의 경우 손상

이 발생혈 가놓성이 있눈 발전소 부품의 보호 작업과 현재의 2단계 조치사

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조치사항틀어 포함된다. 이의 예로는 각 절차서

중간에 기술되어 있는 ’원자로 냉각채 펌프의 중지’와 ‘안정주입 종료’ 둥이 있

다.

마.AI 박으로 3단계 운전원 조치사항은 해당 2단계 조치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구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사항이며. 운전원은 이 3단계 조치사항을 직정 수행

해야 한다. 이 3단계 조치사항은 크게 두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눈

비상운전절차서에서 제시되는 조치사항이며. 다륜 하나는 성공경·로와 관련된

조치사항들이다. 2단계 조치사항야 발전소의 안전계통인 겸우에 이 계롱

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해 KOSSN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가‘농한 모든 성공경로률

생성하고 그중 운전도 (Operab iIi ty)가 최대인 성공경로률 출력한다. 여기서

제시된 성공경로콜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 항목틀이 3단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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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으로 분류되어 출력펀다.

예률 들어 2단계 조치사항이 ’수동 안전주입’인 경우 KOSSN는 안천주업 계통에

대해 현재 가능한 모든 성공경로활 생성하고 각 성공경로의 운전도를 계산하여

그 중에서 운전도가 가장 높은 성공경로졸 출력하며. 이 성공경로륨 위해 필요한

경로 내의 기기 동작에 관한 운천원의 세부 조치사항이 3반계 조치사항으로

출력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읍 절의 성공경로 생성 모옳과 성공청로

운전도 계산 모율에 주어져 있다.

위와 같은 세 단체의 운전원 조치사항 중에서 처읍 두가지 1.2 단계 조치사

항은， 3단계의 구쳐l 적인 조치사함에 대한 보완척인 정보률 운전~l에게

제시하는 역활올 답당한다.

(2 ) 성공경로 생성 모율

KOSSN 에서 도입된 성공경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냐는

안전기능 측면에서의 성공경로로서， 위반된 필수얀전기눔울 회북시키기 휘

해 필요한 발전소계통아 이에 의해 도출핀다. 다른 하나는 계통 부폼면의 성공

경로로서， 이는 필수안전기능의 회북을 위해 필요한 발전소 계홍의 성공적 기

똥을 워해 요구되는 각 부품의 작동을 위한 과정을 의미한다 [5].

운전지칩 저l공 모율에서 현째의 발전소 상태률 정상 상태로 회북시카기 위하여

요구되논 어떤 계통이 제샤되면， 성공경로 모률에서는 야 찌용의 성공적인 지

능의 수행을 가놓토록 하는 모든 성공경로를 탐색한다.

먼저 요구되는 발전소 계몽의 기능 내 AI 운천형태에 악해， 탑색될 성공경

로의 경겨I가 결정된다. 그러고 성공겸로으l 탐색에는 발전소 계통의 구성혜 관한

정보가 어용되는데. 이에는 데이타벼|이스에 저장왼 계롱의 계통도에 관한 정

보가 이용된다. 즉， KOSSN’ 에서는 각 부품외 요구되는 기능 및 연계부품의 정

보률 이용하여 성공경로를 썽성한다. 아때 각 부품의 상태에 관한 정보

는 온라인으로 확보되므로. KOSSN에서논 성공경로률 미리 생성힐 훨요없이

현재의 부품 상황을 고려한 동적인 성공경로의 생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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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에는

위해 KOSSN에서는

프롤로그 (P,'olog) 언어 [52 ,

자료는

가능과 연계부품에 관한 정보가 이용되

처리면애서 타언어에 비해 휘어난 장점

85] 가 사용되었다. KOSSN의 데이타

요구되는 부품의성공경로의

논리이를는 데，

율 가잔 언어인

언어룰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프롤로그뼈대
저장된

형식으로 표현띈다.

모률에베이스

State )Nextcomponent ( Name, Type ,

NextType 는 부품의 종류 내지 구동 형태，이름.고유한
닙 XI t'l 1
T놈;'1으

」
Name여기서

부품상태현재의그러고 State 는고유한 이릅.부품으l위치한다음에바로
L
L-

정보는 옹라연으로 입력관한상태에현재 KOSSN에서는 부품의

되논 것으로 가정하였다.

를 의미한다.

하나는 현재 상태 (Current State)

다른하나는

부품의 상태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공경로 탐색 시점에서의

로서

요구의미하며，

기능 수행올

상태훌부품의로서

위한 부품의 상태률 의미이는 성공경로의상태 (Demand State)

펀환하기요구 상태로。를뼈대
해당경우，다툴서로l듀 상태가이틀한다.

분류상으조치사항이도출되는 운전원이때도출띈다.조치사항이운전원위해

(Standby) 상태현재 대기여l를 틀어，해당한다.조치사항어l운전원로 3단계의

대한성공보조급수체롱에대해 살펴본다-어lPOl7표~:U
c-보조급수

。，上;

ι“ '--어l

경우，운전원에게 헤시된포함하는 성공경로가펌프를。i종에서경로

동작을성공적인성공경로의

요구 상태가 구동 ( RUM i ng) 01므~

"구동되어야 한다.펌프 P017 이위해서는

7:l
/、하는

운전원에게 제시판다.

정우에 ”펌프 1'017을 구동샤켜라”

의해KOSSN에

이

조치사함으로서

따라서다르며.

운전원

상태와

3단계

현재로

이

시발첨 (Starting Node)성공경로의성공경로의 경계에 의해，결정된앞에서

보조급수겨i통 대한 성공들어예를Node)이 결정된다.(Terminal과 종료점

충

풍부

종료접은

시작되고，

되며，저장탱크가

시발점에서부터

웅축수

탑색은

gg

시발점운

성공경로의

경우의탐색하는

된다.

경로를

기발썽기가



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부품의 두가지 상태를 비교한다- 이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바로 다읍에 연결된 부품에 대해서 같은 과정율 반북한다. 만약 부

품의 두가지 상태가 서로 다룰 경우에는. 운전원이 해당 부품에 대해 어떠

한 조치룹 수행하여 그 부품이 요구되는 기능을 만족시컬 수 있는 경우， 축 요

구 상태로 전환 가능한 경우에는 운천원 조치사항에 이 내용올 추가시키고

다음 부품에 대해 같은 과정을 반북한다. 그러나 부품의 두가칙 상태까 다르고

운천원에 의해 그 부품을 요구 상태로 전환시킬 수 없을 경우애논， 그 부품에 대

한 탐색을 중단한다. 이러한 탐색 과정을 반복하어 종료첩이 될 때까지 탐색율

수행하게 되면， 하나의 성공경로가 생성된다.

(3) 성공경로 운전도 계산 모률

어떤 안전 계통의 성공적인 운전은 여러 성공경로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

다. KOSSN는 요구되는 안전 계통의 가능한 모든 성공경로를 생성한 후에， 생성

된 모든 성공경로 종에서 최척의 성공경로를 선택하여 운천원에게 채시

하도록 하였다. 이흘 위해 KOSSN에서는 운천도 (Operability)의 개념율

도입하였다 [5]. 운전도는

Opel、해)il ity =1 - ~ q ‘

로 표현되어지며， 여기서 i 는 성공경로 내의 부품을 냐타내고. q %i 는부품 i

의 이용붉농도를 나타낸다. 이 ql 는 다시

나 I :: q. hud“11"" -t ql"빼JfI

로 나타내어질 수 있으며. 여기서 q •. 1 닝d.，aru는 부품 i 의 자채 고장 및 보조 계통

의 고장으로 인한 이용불능도이고. q‘·빼m은 부품 i 에 대한 인간 실수 확률이다.

각 부품의 이용불능도에 관한 자료는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자료 [14.

39, 49] 률 이용하여. 사전에 KOSSN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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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값의

것이 운전원에게

운전도율 계산하여，의하여

성공경로가 최척의 성공경로로

대한성공경로에口 I드.......，二방식에위의

이간주되며.갖는운전도을

제시된다.

대한확률이

이 사실운 가

일반적으로 인간실수에

인한 이용불농도보다 아주 큰 값을 갖는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딴，안전성확률론적

고장으로부품 자처l의

운전도가 가장 크게 됩율성공경로의갖는조치사항을

최적의

운전원적은 수와장

과청에셔 션택이상의선택된다.성공경로로‘바로이것이의미하며，

조치 사항이운전원수행하기 위하어 필요한 3단체성공경로와 이를

운전원에게 제시된다.

된 최적의

(4 ) 발전소 상태 예측 모들

위하여서는 앞으로하기만반을n ’,;0;적절한 죠치비상상태하에서발전소의

해하여

명 7t에서 이용되는 사건 수북을 이용하도복 하였다.

이률예측이 필요하다.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KOSSN에서는 확률론척 안전성

발전소의 상태가 어떻게

고장수목(Fault Tree)명가에서안전성확률론적Tr'ee)운사건수목 (Event

이용되논계산하는 데Frequency)률Damage(Core손상빈도고} 함째 원자로심의

방법이다.

손상율 방지노심j폼발생한초기사건 (Initiating Event)아씨며
사건

실꽤어} 따라 사고 경위를 논리척으

어떤 사고 조합은 사고를 성공적

J녀그L
。 o.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계몽을의

이들 사고 경위중전개합으로써 구생된다.로

사고 경위들은 노심손상율 초래하어떤사고경우l 가 될 것이며.

는 사고 초합들이 원디

완화시키는으호

성공하느냐 실때하느냐에 따라사고경위는 어떤 안전 계롱이각.사건수목에서

운전 701 침이 성

KOSSN에서 제시

지시되는KOSSN에서이같은분기함으로 이루어지며

순셔률

따라서.

대웅 여부 및표칙l와의

있다.

수목의

대응된다고

절차와 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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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합으로써 현책의 발천소 상태 진전과 동얼한 진행율 보여주는 사건 수목

을 선택하여 운천원에게 제시하여 줄 수 있다. 흑은， 동일한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건 수목이 나타나지 않올 경우에는 바슷한 진행 상황율 보여주는 사건수

목군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여 준다. 이와 같이 발전소 상태에 대한 예축 근거

룹 운전원애게 제시하어 줌으로써 운전원이 조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혜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거대된다 [1 3] .

(5) 제어 모풀 맞 대야타베야스

체어 모률은 앞에서 가술한 4개의 모률간의 인터페이스를 통제하며， 아울러，

운전지침체공 모율과 성공경로 모율에서 도출된 상황 내져 조치사항율 운천

원에게 실지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어 모률온 운전지침체공 모률에

서 결정된 현재의 발전소 상황 및 이에 관한 전반척인 조치전략인 1단계 운천원

조칙사항， 그러고 현째 발전소 상태의 호I북을 위해 필요한 발전소 계통과

관련된 2단계 운천원 조치사항을 화면에 출력한다. 또한 성공경로 포률에서

결정된 최우선의 성공경로를 계통도와 함께 출력한다. 대표적인 KOSSN의 화면 출

력예가 그럼 7 에 나와 있다.

데이타베야스에는 바상운전절자서의 l-H 용， 성공경로의 생성을- 위한 계통 및

신뢰도 자료와 사건수목 자료 등이 입력되어 있다. 성공경로와 판련된 자료

는 부품 간의 상호 연관관계가 성공경로악 생성을 위혜 저장되어 있으며，

또한 성공경로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부품의 신뢰도 자료도 압력되어 있다.

만일 발천소 계통의 구성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 데이타빼이스 모률만 수정하면

되고. KOSSN의 성공경로 탐색 알고리즘에 의해 변화된 부품의 구성 정보가 자

동으로 반영된다. 또한 겨l통도와 성공경호의 출력을 위해 부품의 상대척인

위치에 관한 자료도 입력되어 있다-

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원자력발천소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

을 경우에 운전원 조치의 보조를 위한 ·원전의 비상운전지원율 위한 성공경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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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시스템 (KOSSN) .이 개발되었다.

KOSSN에서는 바상운전절차서와 성공경로 개념윷 조합함으로서， 보다 체계적

이며 보다 구체적인 운전원 초차사항 측 세 단계의 운전원 조치사항율

도출하여 운전원에게 저l시하였다. 이는 구체척인 운천원 초치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으로서 운전원에게 조치으l 목척의식올 제공한다. 육 KOSSN 에서 제공되

는 채체적인 조치사항으로 인해. 운천원의 실수 가놓성이 감소하게 될 것으호

기대된다.

그리고 발전소계통의 성공경로 탐색에 있어서， 현재와 부품 구성 및 상태를

기준으화 탑색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품 구성 및 상태의 동적인 변화까지 고

려할 수 있다. 또한 개발된 KOSSN 는 운전원의 훈련용으로도 이용휠 수 있다.

현재 J<OSSN 검증 작업의 일환으로 원착력발전소 시율레아터와 연결하여 검증 작

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의 보완 사항으로는， KOSSN을 위해 제공되는 발전

소 변수들에 대한 산호의 검증 및 출력화변의 설계에 있어서 인간공학척인 축면

의 검토 동아 차후 작엽으로 요구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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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KOSSN의 개 발 환경

도E •ErrE 환 7J 벼 ‘J!。

논려흐톰 IF/Prolog Interpreter
저I 어용 언어 그래픽 부분윤 C언어를 호출

그래픽 부분 c 각종 그래픽 수행

작성용 언어

그래픽 X-\Hndow (Xl i) 일반적언 그래픽 라이브라려

라이브러랴

그래픽 터미낼 해상도- . 칼라 그혜펙 터 oj 넬

1280 x 1024

HP9000/835CHX UNIX 운영체채
호스토 컴퓨터

마우스 사용자와의 인터폐이스

표 9. KQSSN의 단계별 표치 사항

단계 2 3

가능 • 전반적인 발전소 · 안전계몽 관련 조치 • 성공경로 관련

상태 관련 조치 사항 조치사항

사항 ·부품보호 관련

조치사항

조치 · 복구되어야 하는 . l 단계활 위한 각 · 채시된 정공경로

사항 방전소 가능 겨i통의 운전 관련 률 위한 부품의

조치사항 요구되는 상태

· 펼요한 안잔계용의 ·주요 발전소 부풍

제시 의 보호룰 위한

조치사항

자동 . CSF 상태추척￡의 · 띨요한 안전겨I통의 · 성공정로률 위해

처려 x다4 7a{ 채사 요구되는 부품의

· 안전체통에 대한 동작 상태

성공경로의 생성

· 최우선의 성공경로

결정 및 저l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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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려

‘광션소

Ll
κaSSN 제어모률고‘--{ Data llnse

밥션소상태 훈천지칩져1 용J성생공경로 운전도예측모윷 ~n 공.£.흘- 성모율 7홉산모율r-- [팡련 L율폼내 끓.~

•
관켠져동의 생공경로의

성공경로 운전도

\ ./

!

3 단체의 조치사항제셔 [ 최쩍의 성공경로제시 j
‘ 및 발천소상태 얘측 J r

L
그림 6. KOSS 'l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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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1979년의 TMl 원전사고겨 1975년도에 미국의 원자력규제 외원회에서 발깐

한 WASH-1400 에서 이미 여l 견되었던 경로를 따랐던 것이 밝혀진 이후， 확률론

적 안전성 명가 기술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이 원천의 안천

성를 종함적오로 평가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PSA 방법은 단지

기존의 가동중안 r원전의 안천성 명가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원

천의 취약 부분 따악. 새로 건설되는 원전의 설계 개선율 통한 안전성 향상 둥

그 이용 법위가 매우 넓다 이와 같은 PSA방법은 기존의 결정폰척 안전생 명

가방법에 의한 지나전 보수성을 풀어줌으로써 원전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며，

아울러 정확한 안전성 명가를 하여줌으로써 대중의 원전 수용도에도 영향옳 미

친다.

。l 와 같이 PSA 기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PSA 기솔

에는 아직 몇가자 취약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통원인 고장

(Coonnon Cause Fai I u댄. CCF) 혹은， 인간 실수의 정량화에 사용되는 자료의 명

가률 에로 돌 수 있다 [1 05. 96. 68]. 현채까지는 야률 위하여 주로 천문가의

판단 (Expert ’ 5 J udgement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와 같은 전문가의 판단

은 불확실성 맞 일관성의 결여가 그 약점으로 지적 받아 왔다. 본 연구와

목적은 인공 산경망율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인간 전문가 판단의 취약점을

국복혈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 명가 방법올 개발하는 데 있다.

인공 신경맏이란 다수의 간단한 척리 요소 (Processing Element)가 상호

간에 복장하게 연결된 일종의 자료 처리 시스템이라고 혈 수 있다 [1 29]. 이와

같은 인공 산경망의 특정은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아다. 측. 인공 신경망

은 외부 환경에 맞도록 자까자산을 변화시격서 자기 조직화 (Self

OI'gan i za t i on ) 하는 농력을 가지고 있다. 더우가， 인공 신경망은 입력자료가

부족하치나 부정확한 경우에도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농력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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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자료으l 평가에 인공 신경망율 이용하는 것아 매우 유

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외에서논 인공 신경망의 이용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129] , 국내에서도 인공 신경망 웅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

국원자력연구소 핵인공지능연구실에서는 와전류 선호언식에 대한 인공신경망의 웅

용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38. 3]. 한국과학기술원 핵공학과에셔도 원자로변수

예측 빛 겹증을 위한 인공신경망으l 개발. 원전 운전 지원시스멈 구축올 위한 인공

신경망으l 척용에 관한 연구 둥이 수행된 바 있다 [22 , 6. 31 J. 이와 같이 현재 인

공 신경망의 웅용 분야는 매우 다양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 산경망의 적용대상으로 공통원인고장과 관련된

자료으l 명가를 선택하였다. 이는 과거의 어러 PSA 결과에서 보듯이 공봉

원인고장이 원자로심의 손상원인에 영향윷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연 중에 하나

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공통원인고장어란 다중겨l통에서 어떤 공통된 원인에 의해 하나 이상의 기기

가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고장나는 사건을 말한다 [28]. 현채 공종원인

고장의 정량화률 위하여 관련 자료의 평가를 롱하여 도출되는 충요한 변수중

하나가 1m맹ct VectoroJ다 Impact Vector란 어떤 사건에 의하여 영향율 받는

공통원인군의 우품틀에 대한 이산 확률 푼포이다. 현재까지 Impact Vector는

인간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하지만 NUREG/CR-4180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짚어 Impact Vector를 결정하끼 워하여 사고 자료를 분류하고 이률 명

가하는 것이 공통원인고장 정량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공 산겸망율 이용한 Impact

Vector 명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공통원인고장율 평가하는 일반적언 방법과 Impact

Vecto)'의 의미를 좁더 상서l히 살펴보기로 하며， 그 다음 절에서는 Impact

Vector률 명가하기 워하여 구쭉펀 인꽁 산경망에 대하어 살펴 본다. 마지

막으로 구촉된 인공 신경망을 아용하여 Impact Vector를 명가한 결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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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CF의 명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통원인고장이란 다중계통에서 어떤 공홍된 원인

에 의해 하나 여상의 기기가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고장나는 사건율 발

한다 [28]. 원전셜껴l의 2대 원칙은 다중성 (Redundancy)과 다양성인데. 공통원언

고장은 다중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므로 겨l통이용불능도와 노십손상빈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주요 train별로 용통원인고장의 잠재생

빛 그 확률을 정확히 평가하여 계통의 취약성 및 개선방안올 마련하는 일용

매우 종요한 것이다.

공통원인고장의 중요성이 인식된 이후로 이의 적절한 명가모형 및 그에 따르

는 확률 모수 (par없Jeter) 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

와 같은 명가 방법들의 기본척인 절차는 다읍과 같아 요약할 수 있다 [I05] .

1. 시스템 논러 모델 개발

2. 공통원인 부품군의 만명

3. 공통원인 모델 개발 및 자료 분석

4. 계통 정량화 및 결과 분석

첫 단계어l샤논 부품의 고장을 유발하는 부품 상태를 파악하는 논리 모델

이 개발되며. 뚜번째 단계에서는 공통원인고장 평가에 포합되거나 혹응 제외되어

야 할 계통의 부품군을 만영한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공통원인고장

의 논리 모델을 수정하여 이를 확률 평가를 함 수 있는 모텔로 변환한다. 또한

이 모델을 정량화하기 위한 자료의 분석이 수행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

단계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계통의 고장 반도를 계산하고 이를 분석한다.

。i 와 같은 공통원인고장 멍가의 71본 절차 증에서 본 연구는 세번째 단계

의 자료 분석 단계에 관한 것이다 °1 는 사건 자료를 분류. 해석 하는 작업이

가장 푸요한 불확실성 발생 원인 종 하나인 바 이와 갈은 불확설성율

줄이는 것이 공통원인고장 자료 명가에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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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여 앞에서 언급한 Impact Vector가

닙.,...사건애 의하여 영향을 받는 공롱원인군의

이와 같은 분포는 자료률 분석함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떤I mpact VectOf~란

사건의 계롱에

도입된다.

계에서

있어 발생대한 이산 확률 분포이다.

하는 불확실성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다.

풀틀에

Pm) 으로 쩡... ,PZ,Vector는 (Pi ,대한 Impact겨l통에일반적으로 m-train

Pj논 공통원인고장각여기서갖는다.원소를개의따라서 (m+1)의되며，

개의 트례인이 동시에 (혹

표기한 것이다.

J토대효 분석하여

확률로가능성을

분석전문가가 고장자료으l 설병울

고장날바슷한 시간에)은

판단이 필요

처리하면 되므로

분석능력과전문가의위해서는구하기\lector룹Impact

의해방법에정해진구해진 우l부터는이것이하지만 일단

전문적인 공통원인고장의 데이타베이스는따라서요구띈다.덜지식이

체계적인 방법따라서.바람직하다.것이구성하는Vector툴로써ImpactoJ

공통원인고장 명거를 위한 데이타베이스를커오
/、 、-

구축하논 증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구하는Impact Vector를으로

공통원인 고장 명가를 위한 언공 신경땅의 이용다.

신경망야란 다수의 간단한 처리 요소가 상호간인공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스템이라고 힐 수 있다. 인공 신경방

자효률 미리 결정훤 몇가지 종류의 출

처리자료연결원 일종의에 복잡학게

。 I 2~
닙「인간 전문가가 자료를 분석하듯이。-L

01
/“‘

ιι.-증 하나로 분류하거나 혹은 새로운 출펙군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할

사용하는

려
「

전문성자료률 형가하는 데천문가가인간λ1 /，\ oJ츠L
.....:.·00'--인공즉.다.

입력자료가 부혹하거나«?l고 시켜 oJ.으
。 。더우기，았다.갖고。--력

L
}

。
배우는을

위에서따라서，

것이

있다 [1 29].능력이찾아내는답올정확한부정확한 경우에도

매우유용할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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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되고 있는 인공 신경망의 종류는 대단히 다양하나 본 연구률 훼하

여서는 빠P (Multi-layer Perceptron)율 사용하도록 하였다. 빠P는 다차완력

Mapping울 수행한다 [91 ]. 륙， 빠P는 다면수의 입 력 Vector와 출력 Vector

사이의 비선형-연숙의 수학척 관계률 구하는 것이라고 힐 수 있다. MLP는 많운

수의 압력율 받아률여 이률 입력 변수의 연숙 함수인 출력올 생생해 대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빠P는 륙히 구죠가 칸단하여 이해가 쉬움 환계로 현재 자

료 분석， 자료 요약， 의사 결정 및 분석 업무 동에 광법위하게 사용되고 았

다.

일반척으로 싸P에서 사용되는 학습 큐칙이 오류 역전파법이다. 오류 역천파업

은 실제 출력값과 기대되는 출력값 사이의 오차에 대한 명균 제팝값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Gradient Search" 기법을 사용한다. 0) 방법에서는 처용에 임의

의 작은 값으로 인접충 처리요소 사이의 연결 강도 및 내부 입쩨치률 초기확한

후 모든 학습 자료률 반북척으로 제공함오로써 학습율 수행한다. 이 과청에서는

입력 자료에 의하여 계산된 생제 출력값과 기대하고 있는 출력값의 차이， 축

오차값율 하위충에 전파시킴으로써 처리요소 사이의 연결 강도률 재조정한다.

이 과정을 얀공 신경망 전채의 연결 감도가 수렴하여 오차값이 어느 한계 이하로

작아절 때까지 체숙한다 [92].

오류 역전파법의 과정옳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오류 역전파법은

실제 출력값과， 출력되기 원하는 값 사이의 오차의 명균 제곱값율 최소로 하기 위

해 Iterative Gradient 알고리즘을 사용하므로 야률 위하여 口1분 가농한 비션형

함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 시그모이드 함수 f(쯤)률 사용

한다.

f(<<)= ---------------
1 + exp(<<-6)

이때， 오류 역전파법은 다음의 다섯 과정을 반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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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1: 연결 강도‘ 및 입계치의 초기화;j

작은 크기의 난수툴올 대입함으로써

t:l

연결 강도 및 입케치값율 초기화 한

과정 2: 입력 자료 빛 그에 대웅하억 출력되어야 헬 기대 결과치의 업력;

입력 자료 Xo, Xl ••••• Xn-l과 이에 대웅하여 출력되어야 하는 do.

d1••••• d~H올 함께 결정하여 입력한다.

과정 3: 주어진 입력에 대해 실체로 생성되논 출력값 계산;

위의 시그모이드 합수를 야용하여 다움과 같운 공식에 따라 출력값 Yo.

YI. YM-l 을 계산 한다.

M-1

Yi = f(})싫"XJc"- 61" ), 0 :>: i ~ M-l

여기서 Xk”는 풍간 처리요소들의 출력값이며， ai"는 그 노드를의 offset

값이다. 그러고， Wk”는 노드 사야의 연결 강도률 의미한다. 이애 사용되는

중간 처려 요소툴의 출력값도 유사한 공식애 의하여 계산된다.

과정 4: 연결 강도의 조정;

출력충으로부터 첫번째 충간총까지로 후진해나가는 반북척인 방법이 다음

과 같이 적용된다.

w‘j(t+I) = W\j(t) -t끼 SjXi ’

여기서 Wij(t)는 중간 처리 요소 i 혹은 입력 노드 j의 시간 t에서의 가

중치를 의며하며 XI' 는 i 노드 혹은 입력 노드의 출력값이다. 용는 학습숙

도 조정에 쓰이는 값이며， Sj는 노드와 오차 값으로써 노드가 출력 노드얼

때는 다음식으로 계산된다.

5j =YJ (l -YJ)(dJ‘ 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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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j는 노드 j 에서 기대되는 출력값어고 Yj는 실제의 출력값율 의미

한다. 만일 노드 j 가 내부의 중간충에 숙하는 노드일 때는.

51 =Xj ’ ( l-Xj ’ )Ls뱉k

와 같이 SI가 계산되어지며， 여기서 k는 노드 j에 선행하는 모든 충엌 노

드들에 대한 계수이다.

연결강도의‘ 수렴 숙도는 다음과 같이 운동량 계수가 추가될 때 더욱 빨라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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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5: 과정2로 가서 반북한다.

본 연구률 위하여 구축펀 Ml.P의 구조가 그럽 8 에 나와 있다. 이 그럽에셔 보듯

이 구축된 MLP는 입력충. 하나의 중간충 및 출력충요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충운 다섯개의 처리 요소로 구성 되어 있다. 구축된 MLP의 출력은 Impact

Vector가 되며. 공통원인고장 명가를 위한 다섯개의 입력 요소는 다읍과 겉다.

1. 부품군 크기:

공통원인 고장 요인과 사건의 연결 방식 (Coup1i rig Meehan ism)

에 영향율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품의 수.

2. 영하。 바。 닝흐의 ~.
。걱를 Iτ::-'04 T ‘

l 외 부품군 중 사건에 의하여 영향율 받은 부품의 수.

3. 충격의 종류:

공통원인 고장 요인과 사건의 연결 방식 (Couplin용 Mechanism)

야 모든 부품의 고장율 야기하는 것 (Lethal Shock)인가

일부 부품만의 고장을 야기하는 것인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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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장 방식:

공통원인고장의 영향윷 받은 부품의 륙정 기능， 측 요구에 따른

개방 설왜 뭉.

5. 고장외 원인:

보수애 의한 고장얀가. 설계 실수에 의한 고장인가와 캅은

고장임 원인

봉 연구에서는 구훔왼 MLP8-1 성농을 시협하기 위하여 보조급수계똥와

Impact 낸etol‘흡 계산하여 보았다 0\ 흘 우1 학여 보조급수계똥의 공통원인 고장

자료와 그에 대웅하는 인간 전문가에 으l 하여 평가된 Impact Vector률 이용하였

다. 아용한 자료가 표 10 과 11 에 나와 있다. 구축된 MLP는 약 4 ， OOO'건의

Iteration을 통하여 수렵하였으며 평균 시스템 에려는 10-40 1 다. 구축된 MLP에 의

한 출력이 표 12 에 나와 있다. 표 1'2. 에서 보듯이 구축훤 MLP는 학습에 이

용판 자료에 대학여는 바교적 정확한 수준으l 평가 능력윷 가집율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에서 구촉된 MLP가 새로운 자료의 Jmpact Vector률 얼마나 정확히 명

가하는가흘 검증하기 워하여 본 연구에서눈 다음과 같은 작업율 수행하였다. 먼

저 보초급수계통의 자료률 학습율 위한 착료와 명가률 위한 자료로 구분하여 먼

져， 학습율 위한 자료를 이용하여 MLP의 학습울 수행한 후 이 MLP흘 이용하여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 푹 정량화활 필요로하는 새로운 자료의

Impact VectOI-를 펑가하였다. 이 때의 결과와 인간 전문가의 명가가 표 13

에 비교되어 있다. 이 때와 결과을 갈펴보면 표 13 의 Case 1, 2 및 4와 같아

새로운 자료가 학습어} 이용된 자료와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는 경우에 대하여는

비교적 좋은 헝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새로운 자료가 학습에 이용판 자효와

상이한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정확한 명가어} 설왜하였음훌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문제는 인공 신경망을 야용할 때 할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로써 이를

피하기 위하여서는 학습 자료에 가놓한한 다양한 경우릎 포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논 것을 나타낸다.

인공 선경망율 이용혈 때 발생하는 또 다콘 문체의 하나는 중간총의 처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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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수촬 겸정하는 것이나 이는 몇번으l 실협과 조정을 통하여 국북할 수 있다.

랴. 결론

현재의 PSA 기술에는 공통완인고장 혹은; 언간 실수의 명가에 사용되는 자료

의 명가와 갈은 몇가지 취약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가장 많이 쓰야고 있는 상황이나 여와 같은 전문가의 판단은 불확실

성 및 일관성의 결역가 그 약점으로 지적 받아 왔다. 본 연구의 북척운 언공

산경망을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한 인간 전문가 판단의 취약점옳 극북힐 수 있는

쳐l계적인 자료 평가 방법을 개벌하는 데 있다.

공통원인고장을 평가하는 데 인공 산경망을 이용합으로써 얻올 수 있는 장점

은 두가지 촉변에서 고려활 수 있다. 첫째는 공몽원인고장 평가얘서 별생하는

불확설성과 비일란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눈 공홍원언고장

자료룹 명가하는 떼 증요한 인자률 따악휠 수 있다는 것이다. 륙， 공홍원인고장

을 보고하는 더l 꼭 포함되어야 혈 증요 인자둘을 MLP를 사용한 경험으로 부터

도출힐 수 있다는 것이다.

봉 연구에서는 인공 신경망을 단지 공롱원인고장의 명가에만 이용

하였으나， 그 결과를 살펴 볼 때 PSA 자료 명가에 있어 인공 신경방의 이용운 매

우 바람직힐 것으로 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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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습율 위한 압력 자료

Case Fai lure Failure Total No. No. of Shock
Modes Causes of Trains Affected Types

Trians

3 2
2 3 3 2
3 2 4 3 3 2
4 5 3 2 2
5 2 2 4 4
6 3 3 z 2
7 4 3 2 2
8 3 3 2 2
g 5 3 3

10 3 3 2

* Failure Mode; I) Fail To Run
2) Fail To Start

* Faiure Causes ; 1) Maintenance
2) Procedural Error
3) Design Error
4) Environment
5) Human Error

를 Schock Type: 1) Le thal Schock
2) Nonlethal Schock

표 11. 학습윷 위한 출력 자료

Case P。 PI P2 P3 P4

6 0 0 o
2 0 0 0 0
3 0.9 0 o O. I 0
4 0 0 0 0
5 0 0.9 0 0 O. I
6 G 0 o 0
7 0 0 0 0
8 o 0 0 0
9 0 o 0 0

10 o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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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학습율 한 뻐‘P얘 의한 활력 자료

Case PO PI P2 P3 P4

o o 0.99 0 0.01
2 o o 0 o
3 0.87 0.01 0.01 O. 1 0.01
4 0 0 o o
5 0.01 0.89 o o O. 1
8 0 0 o 0
7 0 0 o 0
8 o 0 0 o
9 0.01 0 o 0.99 o

10 0 o o o

표 13‘ 새로운 자료애 대한 MLP어l 의한 출력 자료

Case P。 PI P2 P3 P4

o 0 0.99 0 0.01

2 o o o o

3 o o 0.6 0.4 0

O. 9 o o O. 1 0

4 0.01 0 0.99 0 0

5 0.82 0.01 0.01 O. 16 0

o 0.9 ,0 0 O. 1

9 0.81 0 O. 11 0.08 o

o o 0 0

* Case 3， 5 ， 9의 경우 첫해 행의 값은 구축된 MLP에 의한 출력이며.

둘째 햄의 값운 인간 전문가에 의해 형가된 값이다.

• 우l 표의 Case 1. 2 빛 4와 같이 새로운 자료가 학습에 이용된 자료와

비슷한 특성율 보여주는 경우에 대하여는 비교적 좋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새로운 자료가 학습에 야용된 자료와 상이한 특성율
갖는 경우애는 정확한 평가에 실꽤하였읍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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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Vectors

Output Layer:
5 Nodes

Hidden Layer:
5 Nodes

Input Layer:
5 Nodes

Input Data

그렵 8. 구축된 MLP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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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론

원전 안전성 분석 빛 관리에 관한 다양한 가존의 천산 시스램은 원전의 공통된

자료， 지식 및 유사한 기법올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호환생이 없는

현산 얻어와 재사용성 (Reusability)이 없는 Hardwire원 자료구조 (Data

Structul'e)를 사용하여 왔다. 이로 인해 전산 시스템의 개발에 충북원 시간과 노

력윷 소벼하고.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볼때 각 시스템마다 일관성이 없는 사용

자 Jnter'face률 사용함으로써 전산시스템의 사용 습육에 북잡성과 어려옵이 있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산시스템 개발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I) Code의 재사

용성， (2) 자료의 호환성(Portabi1i ty) 및 (3) 일관된 사용자 Interface률 제공하

는 것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에는 이러한 일반적 개념하에서 원천 안천성 분

석 및 관리용 전산시스템틀에 대하역 일반성을 부여힐 수 있도록 하는 천산

Platfol'm 구축에 대한 개업 설계 및 부분척얀 프로그래밍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

률 통하여 구축중인 PPAM (까"'Ie Platfol'm for the Development of Plant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s) 은 객처l지향 (Object-Oriented) 프로그래밍 기법율 이용

함으로써 Task뜰 간에 공유가 가놓한 객쳐l 지향형 지삭기반 (Object-Oriented

Knowledge Base)를 구축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Generic Algorithm과. 사용차

Interface를 위한 요소 (Menu. Graph 퉁) 들을 Li brary화 하여 사용자를 위한 모

든 App II (;a t ion Progl、am을옳 일관성있게 단축된 시간내 개발하는 껏올 골자로 하

고있다.

에올 들연， 원전 훈선올 ;;r.1 원하는 운전지원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Appl ication

Progl'am은 운전 절차 관랴， 고장 진단. Monitoring동 여러 Task룰 수행하게 된다

[5이. 그랴고， 원전 겨l통도 (Pipe and Jnstrument Diagram, P&ID) 는 설계， 보수

퉁 다른 전산 시스템에서와 갈이 운천 지원 시스템의 한 사용자 Interface로 쓰일

수 있으며. Pattern Matching이 랴는 한 Generic Inference Engine과 원천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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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및 Component Database는 상기 세 Task에 거의 공통적으로 쓰얼수 있다. 그

러므로 원전 계통도는 사용자 Interface의 한 요소로， Pattern Matching운

Pattem 혐식울 갖는 자료 및 지식율 저리하는 한 Generic Algorithm으로， 원천

Tech Spec 및 Component Database는 여 러 Task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지식기반으

로 개발할 때 다른 Appl icat ion Program의 개발시 꺼의 수정없이 재사용될 수 있

다는 것이다.

현채 l반계 PSA 전산코드체제인 KIRAP [한상훈92] 율 PPAM의 개념에 의해 재초

명하어 Borland C++ I Windows version 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운전 및 보수 ;;tl

원착 같용 다른 웅용 프로그램툴도 PPAM의 개념에서 개발될 예정어다.

나. PPAM의 구조

PPAM온 그림 9 에서와 같야 크게 (1) 지식기반， (2) Inference Engine, (3)

App1icat ion Program, 그러고 (4) 사용자 Interface 동 4 Module로 나누어지며，

각 Module은 째사용 빛 호환이 가농한 Object Library로 구성된다. 한 사용자는

사용자 Interface Library에 있는 사용자 Interface를 이용한 Application

Prog)'am흘 똥해 몇재의 필요한 Task률을 수행하며 각 Task는 필요한 몇개의 지식

기반과 그에 적합한 Inference Engine틀로 쳐리된다，

(I) Knowledge Base

원천 분석 및 관리의 주핀 대상은 꺼기들이며 그 가거들을 붐석 관리하는 추판

지식은 각종 원전 Tech Spec빛 쩔차서 동의 Constraint틀이다. 또한 각 지식은 발

전소행태에 무관한(Plant Inuependant) 일반 지식(Generic Knowledge)과 륙정 발

전소에 한정판(Plant Spec i f ic ) 지식으로 나될 수 있다. 따라서 PPAM의 지식 거반

은 크게 (1) Generic Com‘)Onent Libra/'Y. (2) Plant Specific Component Database

(약칭 Component Database ), (3) Generic Constl‘ aints , (4) Plant Specific

Constnti nts (약침 Constrai nts ), 그리고 (5) 기타 Database률로 구성될수 있다.

Generi c Con5tr'a int5는 통일한 발천소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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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ant한 각종 Tech Spec 및 절차서둥이며 Plant Specific Constraint는 륙

쩡 발컨소에 한해 적용되는 Constraint이다. 01률 Constraint률윤 Component

Database와도 빌접한 관계가 있고， 이의 구체척 분석， 분류 및 적용 방법은

Application Program의 개발에 상웅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Component Database에 한해 우선 기술한다. 또한 기타 Database로서 인간 신뢰도

(Human ReI iability) Database둥을 틀수 있는데 이의 구체적인 설계 또한 좋운 연

구 분야에 해당할 수 있다.

A. Generic Component Library

원전과 같은 Process Plant를 구성하논 기기는 벼룩 그 수가 많지만 몇가지 종

류의 Generic Component (Pump. Valve , Heat Exchan몽er， 둥)으로 분류될 수 있다.

Gener i c Camponen t Lib대I‘Y는 그러한 Gener i c Component툴율 그럽 10 과 같온

Hierar'chy로 구성한 Library이며， 각 Generic Component는 그 Category의 공봉원

특성들이 저장된다. 예풀 뜰면 Valve는 유체의 통행율 제어하기 위한 기기이며，

그 Fa i Jure Modes는 FaiJ to Open , Fai I to Close둥어고 이러한 륙성운 모든

Valve틀에 공통된 것이다. 또 Motor Opec'ated Valve(MOV)는 Valve의 한 종류로

Valve가 가지는 모돈 특성외에 MOV가 가지는 특성 (측 뼈V의 Open/Close가 Motor

의 작동에 의한것)율 추가로 가지게 펀다. 따라서 MOV는 Hierarchy에서 Valve악

한 Chi Id로 정의하게 되며， 이러한 각 Object의 상관관계률 이용하여 Generic

Component Library률 효과적으로 구성할수 있다.

이런 구조의 특정은 새로운 Generic Component가 필요할때 Hierarchy상의 적합

한 위치에 정의하여 그 Generic Component의 Parent틀의 륙성율 승계(i바leri t)함

으로써 이중으로 그 특성을 정의하지않아 일관성있게 Library률 구축활 수 있고f

쉽게 확장혈 수가 있다 이퍼한 확장성은 Database의 구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B. Plant Specific Component Database

일단 Generic Component Libarary가 구성되면 Plant Specific Component

Database는 Generic Camponent Li brary률 이용하여 구축된다. Plant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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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는 어떤 륙정 발전소에 있는 실제의 기기이며 Generi,c Component가 가지

는 륙성 외에 기기의 연결과 같응 그 발전소에 한정된 정보가 추가로 저장되게 원

다. 여l를 틀면 어떤 벌전소에 A회사 제품의 뻐V(MOV-A)가 Pump-A와 Pump-B에 연결

되어 있으면. 그 MOV-A를 Generic Component Library에 있는 MOV의 환 예로 (잭처}

:ot.l 향언어로 “ Instance" 라 부룬다) 정의함으로써 MOV가 까지는 모든 자료률 소유하

며， 추가로 MOV-A와 연결 정보률 MOV의 자료 구조에 져장하게 원다. 이련 방법으

로 모든 기기틀이 정의되면 Component Database7f 형성되게 되며. 이의 이용범위

는 광범위하다.

(2) Inference Engine

lnfelence Engine은 정보(즉 지식 )룰 처 리하논 Generi c A19ori thm으로 구생된

다. 만악 정보가 Rule의 형태이면 적합한 Infel~ence Engine은 Forward/Backward

Chaining뭉이 이용휠 수 있으며. Pattern야변 Neural Network. Symbolic Pattern

Matching둥이 쓰일 수 있겠다. 충요한 개넘은 Inference Engine율 Generic하게 구

축합으로써 동일한 Infe，~ece Eng ine을 거의 수정없야 여러 Tasks어l 쓰일 수 있다

는 점아다.

현재 중요한 일반 기 법으로 Baal ean Algebra. Numerical Simulation.

Const，~alnt P，~opagation [34 ], T,'uth MaIntenance System [56. 34J. Neural

Network , Fuzzy Logic. Backw’ardlFonrard Chaining, Symbol ic Pattern Matching,

Planning Tool , Classification Tool 등이 고려 될수 있다.

(3) Tasks and Appl ication Progl'ams

사용자가 그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Customized된 Application Program

올 사용하며 그 사용자의 작엽은 여러 Subtasks호 구성될 수 있고， 각 Task는 필

요한 Genel' ic AI gar i thm들을 사용하께 펀 다. 예률 틀연 Hier'archy률 아용한 고창

진단이라는 Task의 경우， 첫번째 Subtask는 발전소가 비정상 상태에 있는지를 판

단하는 것이며 이는 한 Generic Algor‘ ithm인 Patter'n Matching에 의혜 발천소의

실제 Data와 기대되는 정상치와 비교함으로써 수행될 수 았고， 두번째 Subtas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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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랴한 비정상 상태가 t어떤 Component의 Fai lu샌어l 기연하는가를판단하는 것으로

다시 한 Geneirc Algorithm인 Classification Tool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Application Program은 이 러 한 연관된 Subtasks틀율 사용자의 입 장에셔 척철한 사

용자 Interface와 함께 fntegrate한 것이다.

(4 ) 사용자 Inted'ace

사용자가 Task룰 손쉽고 실수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사용자 Interface

률 제공하여야 한다. 이률 위해 동일한 Windows 환경하에 때뉴방식으로 입력하고，

출력은 Graphic 을 최대로 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률 위해 각종 자료률

Chart(Bar, Pie , Graph 동) . 영상， ~’ultimedia동율 이용할 수 있으며. 그라고， 원

전 계통도논 Component database률 비롯한 많은 Appl ication Program의 사용자

lntε"face로 고려 될수있다. 이러한 요소틀을 Object들로 정의하여 모든

Application Program에서 채사용함으로써 Interface의 개발 시간율 단축하고 사용

자에재 익숙한 Interface를 제공할 수 있다.

다. PPAM의 쩌발 현황

상기 설명한 PPAM외 구조와 개념을 토대로 MS Windows의 환경하에 객쳐l 지향 언

어인 C++ 를 어용하여 현재 그립 11 과 같은 세 종류의 Class Object률 정의하여

기존 KrRAP을 재개발중이다. KIRAP은 PPAM의 입장에서 볼때 PSA라는 Task륨 수행

하는 PPAM의 한 App I j cat j on P，'og，'am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지식 기반은

Component Database와 원전 계통도률 이용하며， 주된 Algorithm은 Bool없n

Algebra야다.

그림 11 에서 Canvas는 모든 Drawing , 입출력， Mouse 및 Menu 방법 등 얼반척인

화면이 갖는 특성틀이 정의되며， Tree Canvas는 Canvas의 Ch i ld이므로 Canvas7}

가지는 모든 기능윷 승계하고. 추가로 T，'ee률 구축하는 Algorithm이 정의된다. 비

슷한 논리로 Fault Tree Canvas 와 Even t T,'ee Canvas 에는 Cutset 겨l 산. CDF 계

산동의 "Igod thm만이 추가로 정의되게 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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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객체 연계 (Object Li nking)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 Object와 환련있는 다

른 Objects를 직접 검색할 수 있게 설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Faul t Tree 상의

Event Node는 기기의 한 Status (즉 Fai lure Mode) 이다. 그림 12 와 같이 만약

사용자가 그 기기의 다른 정보률 검색하고자 혈때 -, Event Node와 연계한 기기를

직접 검색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겨l통도에 있는 기기가 어떠한 Fault Tree와 연환

하고 있는지도 그 기기에서 직접 검색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KIRAP의 결과틀을 G，·aphic으로 보여 주기위한 Interface로써 Bar Chart , Pie

Chart , Graph둥이 개발중이며 원전 겨I롱도를 구축하기 위한 Editor도 재발종이다.

불론 이 려한 Interface는 다른 Application Program에서도 이용될수 있다.

랴. 추후 연구 분야

번져 추후 연구 분야로 현재 본설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중인 아래와 같운 전산

셔스템울 가 설명한 KIRAP의 개발과 같이 PPAM의 구조하에서 재조명하여 깨말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힐 경우 모든 Application Program률 사이에 호환성아 증대

되며， 얼관된 사용자 Interface콜 제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외에 Spare

Part Control 전문가시스템과 고장진단 전문가 시스템둥아 개발되는 Component

Database와 Obejct툴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율 것요로 기대된다.

고장진단

견ppL~~~단요뜨 Pr으gr:웰를

KIRAP [36]

AITC [36]

PEPSI [23]

COSMOS [10]

ROMAS [25]

[2)

[34]

Tasks

PSA

Automatic IT Generation

Risk Indicator'

원

원

지

지

전

수

운

보

Spare Par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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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뼈
P

Valve Heal Exchanger Tank

Check Valve Motor Operated
Valve

Air Operated
valve

Air Operated Check Valve

二l렴 10. Generic Component Library악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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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OOll

ApplicatiOn

푼천지원
Appiicanon

보수지원
APplicat10 I\

Event Tree C없was

~덮릎않vas

J
FaultTree C와\'las

...
P&IDC와\Vas

Tree Node

E ‘ rpntNode
;Faun간않용}

「력_ >J

\X

Chart Object

Evcnt Ngdg Q 、
(Event "free oj

11. PPAM의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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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Tree A

Event Tree B

Fault Tree A

P&ID

Fault Tree B

그램 12. 객차l 연계 (Object Linking) 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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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철 결론 몇 향후 추잔체확

1. 1단체 PSA 방법론 개발

l단껴I PSA 방법론에 대하여 원자로안전명가실에셔 금년에 수행한 연구 내용운

크게 다음의 세가지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당실에서 개발된 기존의 철산

코드의 개선 및 웅용 연구이며 룰째는 산뢰도 데이타베이스의 구축 연구이다. 그

리고 세번째는 신기술 웅용 연구이다. 각 연구 내용올 요약하면 다읍과 같다.

기존의 전산코드의 깨선 연구로논 I단계 PSA 수행용 전산코드 혜계언 KI뻐P의

개선 연구를 수행 하였다. KJRAP은 그동안 표준원전， 영광 3.4 호기， 올진 3.4 호

기둥의 확률론척 안전성 명가 업무에 사용되어 왔다. 그동안의 사용충에 지적된

불편한 사항 및 개선점을 판멸하여 본 연구를 통하어 KlRAP Release 2.0 이 개

발되었다. 룹히 KlRAP Release 2.0 에서는 각 코드모률율 모두 3BB-PC 용으로 전

환하여 앞으로는 PC에서 모든 l단체 PSA 작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KlRAP

의 일부 가능 (고장수목 및 사건수북 편집)올 PC Window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 작엽이 완료되면 KlRAP의 모든 기능율

Windows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산뢰도 데이타베이스 (GOB) 개발 분야얘서는 본 연구를 롱하여 국제척으

로 알려진 일반 신획도 데이타베이스의 구성 및 특성을 파악하여 실제로 이

틀이 제공하는 신뢰도 자료를 처리하여 예벼적 성격의 일반 신뢰도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체껴|적으로 선뢰도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코드가 개발되었으며 연구적 몹적으로도 사용 할 수 있논 기능이 첨가되었

다. 자료간의 종속성을 고펴하지 않고 독립성의 가정하에서 처려되었다는 단점

은 있으나， 예비 PSA에 사용하지에는 충분하며， 기존의 국내에서 개발훤 어

떠한 일반 산획도 데이타베이스 보다도 많은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객관성올 갖

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데어타메이스 구측에 있어서 가장 풍요한 두가지 요인아 공통원인 고장과

129



및 얀간이를 위하여 공홍원인 고장언간 오류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인 바，

연구를 수행하였다.오류 분석 방법에 대한

동시에 셜명할 수 있는 추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인식도 탈

데이타베이스의 형태도 바뀌어야

논푼에 의하면 북립고장과 종숙고장올

이에 따라 우리의있다.개벌되고

발표된

모델이

최근

계척

공통원인고장및처러자료의

한다고 한단된다.

라져야 하며.

발전소에원자력조사.비교하였다.기초방법론을대하여도언간신뢰도분석에

Re! iabil i ty(Hut뼈n인간신뢰도분석있어서평가어l안전성확률척대환

HeR 풍 세가지 방법론SUM 및사용되 고 있는 THERP.

장단정

널리Analysis) 방법으로

한계첨둥울 분석

극북하기 워하여

가지는 가정，아

짧
그맞울 검토하여 각 방법론의

바 이를

인지척 과정과 륙성을 분석하는 인지적 모델의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01 l-
，H..τ-여러가지 문제점들이아직 위의 방볍은하였다.

운전원의

기법율 이용하여 원자력발전소에기업과 PSA인공지농웅용연구로는신기술의

조치률 도와 주도록 하는 시스템안경우에 운전원의발생했을비상 상태가서

금년

운전원이 발전소의

있다.개발하고

기농을 추가하여

비상운전지원울 위한 성공경로 탐색사스템 KOSSN ’옳

처l시

원션의

도에는 기존의

상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도혹 하였다

사건수독기능에KOSSN

PSA현재와개발 하였다.닙 L 남l 즈~
O 닙 E평가자료PSA이용한언공신경망을이외에

사용되는 자료의 명가와 같윤평가어l인간 실수의기술에는 공통원인고장 혹은

추}약점이 전문가의 판단이 가장 많

불확실성 및 일완성의

현재까지는대하여이에있다.몇가지

전문가의 판단은같은이와있는 상황이나호oj고。l

인간 전문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효E
'-받아 왔다.지적결어가 그 약점으로

연구의 일환으로

이용한 공통원인고장 Impact Vector 명가 방법율 개발하였다.

방법명가자료체계적인。 l 스:
.M. '-

~
T극복할.;l.lo l:~’.Q..

-'1 .., c 응걷

인공 선경망을

가 판단으|

구축용

개발충인

및 관리 전산시스탤

개발되었거나원자로안전명가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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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시스탬을 객체지향 전산 프로그래밍의 개념과 이를 이용하여 구축중인 PPAM

의 구조하에서 재구축 하는 것아 있다. 이와 같은 작업율 롱하여 모든

Application Program들 사이의 호환성 증대 및 일관된 사용자

Interface의 쩨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대된다.

2. 2단체 PSA 방법론 검토

112단계 PSA 연계 방법론으로서 현재 와국에서 수행된 NUREG-1150 (Surry 발천

소)， System 80+ PSA 빛 Surry IPE 에서 사용원 방볍론틀올 검토하였다. 검토 결

과， Surry JPE PDS 방법론이 PDS 정량화 과정은 북잡하나 발전소 손상군 변수

중 원자로 용기내 주입상태가 포합되어 노심손상후 거동에 대해 좀더 상세히 파악

할 수 있고 발천소 손상군 논러도에 의헤 각 PDS어l 대한 정보 (정량화 값풍)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Surry LPE PDS 방법론이 좋은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OO

반 가지고 비교하기보단 CIT까지 고려하여 동일한 Syste띠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혼

율 사용하여 PDS를 구성하여 비교 검토하면 최척의 PDS 방법론이 션택되라라 생

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개선된 격납건똘 해석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격압건물 해석 방법틀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로써 기존 격납건물 해석

방법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고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륙성

을 상세히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격납건물 사건수묵이 갖추어야할 주요

논리구조 및 요건으로 다음 7 가지가 도출되었다.

1) 사건 수목의 구조는 가능한한 단순하거l 하되 사고경위의 정량화 과정응

차l계적일 것

2) 분기점 확률개념의 적용에 일관성이 있을껏

3) 불확실성분석 및 민감도분석이 용이힐 것

4) C다 내의 주요 현상들을 합러적 방식으로 모사할 것

5) 주요 사고경로 빛 종간결과의 추적이 용이힐 것

6) 잠재적 격납건물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사건의 추가 및 불필요한 사건의

저l거동 CET 수정이 용이헬 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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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ront-End 사건을 척절히 고려하여 Front-End 사건과 격납건물 셔건들

사어의 상호작용율 적절히 허용할 것

상기 7 가지 주요 요건을 만촉서키기 위해서는 적철한 수의 정첩사상울 고력하

는 사건수목과 이를 보완하는 보조수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랍직한 껏으로 판단펀

다. 사고진행 순서에 따른 사상간의 종속성에 의하여 CET 가 구성되는 현재의 척

납견불 해석방볍에서는 보조수목으로서 OET 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칙만

기존 CETIOET 체제를 보다 실제척，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의 단

점을 보완하고 기존 CET 방식이 가지고 있는 어러 장점을 추가힐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한단된다.

3. 향푸 추진 계획

본 정부주도 중장기과제 종합안전성 평가기술개발 l 단계 연구기간중 차껴년도에

연구개발해야할 일로서 약 20여개 세우연구항목을 도출하여 수행충에 있다. 여률

율 큰 부류로 묶으면 PSA 수행용 전산코E채껴l 개발， 각 세부기술 개발 및 개선，

PSA 수행사 필요한 자료의 데이타베이스화， 원전 안전성 분석에의 신기술 이용 방

안 연구 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종 금년 l차연구년도률 롱하여서 지굽까지 약

5-6년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안전평가실에서 연구개발하어온 l단계 PSA 전

산효드처l계 KIRAP의 2단계 깨발 및 프로토타입 비상운전지원샤스템 KOSSN의 l단계

개발을 따무리하였다.

우l 으I KIRAP 에 대핵서는 앞으로 사용자로 부터의 불연한 점과 개선사항이 요청

되는 대로 간혈적으로 수정.보완혈 예정이다. 이번에 2단계 개발완료원 KlRAP

Release 2.0 은 386-PC로 개발되어서 향후 몇년 동안은 PC상에서 모돈 l단계 PSA

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딴단된다. 그려나 향후 3단계 KIRAP은 소프트웨어 개발

추서|에 따라 MS - Wi ndo\l's 용으로 약 2년에 걸쳐 개발할 예정아다. Windows 하에서

는 원전계롱도 (P&IO). 고잠수목 및 사건수목 (IT/ET) 의 화면 편집 및 출력기능

이 뛰어나고 사용자의 작업 interface 가 뛰어나 PSA 작업 수행도를 향상시키며，

여기서 만틀어진 자료 및 화면 데이타베이스의 ct 목적 (예률 툴면， 원전 진단 및

운전/보수 지원 전문가시스템 개발) 으로의 웅용이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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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과제를 통하여 l*~ 개발 완료된 KOSSN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한국원자력연구

소 연수원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시률레이터에서 l차 검증단계률 거쳤다. 향후

실제 발전소에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Full-Scale 시율레이터에 설치 및 검증을

하여야 하며 향후 3-4년 장도가 이 경우 더 결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적용야 며진했먼 저출력/정지시와 외부사건에 대

한 PSA 기법 개발. 2단계 및 3단계 PSA 기법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므로， 본 정부

주도 중장기과제 l단계 연구개발 기간올 통하여 외국에서 재발판 방법론 검토률

롱하여 국내 실정에 척합한 방법론 및 적용기법을 개발하고 검중할 계획이다.

또한 본 1 차년도에서도 일부 연구가 수행된 인간선뢰도분석， 풍통원얀고장 분

석， 발전소 손상군， 격납건물 사건수목 동과 격납건물 건전성， 딸천소 가상사고시

밤사섣원 및 환경영향 붐석용 전산묘드룰 개발하고 PSA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결

과정보으l 데이타베이스 구축도 계속힐 계획아다. 인공지능， 전문가시스랩기법. 인

공신경망， 퍼지이론 둥 근래에 소개되고 있는 신기술의 원전 안전성분석어I의 척용

연구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지법에 악한 PSA용 컨산코드혜계 채

발과 자료 빛 정보의 더l여타베이스률 통하여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천

종합 얀전성 명가업무의 효올성 빛 생산성율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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