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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목

1단계 PSA 전산체제 개션

II. 연구개발의목척 맺 중요생

본 연구는 원천의 얀천성을 종합적으로 명가하는데 필수쩍인 1단계 확률론적 안천성

평가기술및 전산코드체제를확립하는데 있다. 원전종합안전성명가천산체체의 확립은

향후 늘어나는원전의 안천성 평가에 았어서 자동화툴 도모함으로써 안천성 명가업무의

효율성을증진시킬 뿔만 아니라각셰부분야의평가분석기술의개션올가져다준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몇 범위

본 연구는 I단계 PSA 수행에 필요한 미개발된 분야에 대한 방법론 개발. PSA 수행용 S/W

개발. PSA 수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신기술접복연구 등， 크게 셰분야로 구분된다.

올해는 정부주도 중장기과제의 1단계 2차년도로서 다음과 같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먼처 PSA 방법론 개발분야에서는 처출력/정지시 및 지진발생으로 인한 원천의 안전성올

외국의 PSA 수행결과를 충심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에셔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비교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두번째 PSA 수행용 S/W 개발분야에셔는 1단계 PSA용 천산코드

KIRAP 과 공통원인고장 분석묘드 COCOA를 PC-Windows 용으로 개발하였으며，

인간신뢰도 데이타베이스의 개발도 이루어졌다. 신기술 척용연구에 있어셔는



퍼지이론과엔트로피 이론을부품기대수명 추정 빚 불확실성 충요도 척도개발에 적용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토 PSA기법의 안전규제 적용연구로서는 동적위협도

관리도구인 PEPSI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와 risk 중요도 척도를 이용한 모터구동밸브

(MOY)검사우선순위 결정연구도수행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몇 활용에 대한 건의사항

먼져. 1단계 PSA 방법론개발 분야에서는 현재 외국에셔 중요한 얀전성 쟁정으로 되어있는

저출력/정지사 (low power I shutdown) PSA 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외국의 저출력/정지시

PSA 수행현황과특성을 분석하여 PSA 수행방법론 빚 운전특성에 있어서 향후 국내적용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을 도출하였다. 부분충수 (mid-loop) 운전이

정지운전위험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유럽 대부분의

국가틀이 져출력/정지시 PSA룰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앉으며， 특허 프랑스의

경우에는 PSA 수행결과로부터 안전성 증진방안을 도훌하여 발전소 설계개션 및 절차셔

개션에 활용하고 있논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위험도 분석방법론 개발분야에셔는 NRC에서 요구하는 PSA 방법과 EPRI에셔 개발한

지진여유도 분석방법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루어 졌다. 지진취약도 분석에 있어서는 기기

빛 구조물의 취약도를 외국의 일반 취약도 적용성만 분석하여 간단허 이용하는

Zion방법과 특정 대상발천소에 대해 채계산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자세한 SSMRP방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적용시 예상되는 불확실성 요인틀도 분석하였다.

역사지진과 기록지진으로 이루어지는 지진재해도 입혁자료의 정확성이 무었보다도

우션적으로요구되었다. 지진 PSA 및 지친여유도분석 수행절차룰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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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수행용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는 이천에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된 KIRAP 코드와

공통원인고장 분석묘드 COCOA를 Windows 용으로 천환하여 사용자의 현의성을

도모하였을 뿔만아니라 향후 관련코드의 종합화를 추구할 수 있는 천기를 마련하였다.

Windows 용으로 개발된 KIRAP-WIN은 단절집합 생성기 (cut set generator) 부분은 이천의

DOS용 KIRAP에셔 p아ting하여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고장수목 펀집기는 작년에 설계된

PPAM위에 구축하였다. COCOA-WIN은 P따adox라는 Windows용 DBMS S/W를 야 용하여

구축되었으며 공통원인고장 경험자료 DB로부터 영향빽터 (impact vector) 쟁성기를 거쳐

Multiple Greek Letter모탤 및 Alpha factor 모웰의 모수률 추정해 출다. 인간신뢰도 분야에

있어서는 기 수행된 12개 PSA툴 참조하여 정량화 과정 및 인간수행특성언자 (PSF) 할당

방법등을중심으로데이타베이스를구축하였다. 이용된 S/W는 역시 Windows용 DBMS인

FoxPro 2.0이었으며 구축된 인간신뢰도 DB는 향후 PSA 수행에 좋은 참고자료가 뀔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원전 안전성에의 신기술 응용연구로서는 다음과 캅은 세가지 분야에 있어셔 많은

진전이 있었다. 먼저 퍼지이론의 신뢰도분야 적용연구로서는 부품의 잔여수명 추정에

활용하였다. 부풍고장 기본사건이 발전소 전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불확실성 중요도 분석에 있어서는 엔트로피 방법을 활용하여 야 방법이 견고한 한 방볍이

될 수 었융을 파악하였다. 그외에 위험도 및 신뢰도의 발전소 안전운전 및 안전규제에의

활용연구로서 동적위험도 관리도구 PEPSI 개발방안 빚 활용방안 연구가 진척되었으며

위험도 중요도 기법올 모터구동앨브 (MO꺼의 시험 및 검사우션순위 결정연구에

적용하여 이 분야의 안전운천 및 안천규제엽무에의 활용가능성을제시하였다.

111



몇뀔 댐훤



SUMMARY

I. Title

Improvement ofLeveι1 PSA Computer Code Package

TI. Purpose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The purπ)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Level-1 PSA technology and computer code package,

which is essential in assessing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in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wa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afety assessment computer code package will give 꺼se

to efficiency and impro':ement of detailed techo이ogies through the automization of the

increased safety assess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in the future.

ID.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year is the second year of the Government-sponsored Mid- & Long-Term Nuclear Power

Technology Devεlopment Project. The scope of this subproject titled on "The Improvement of

Level-l PSA Computer Codes" is divided into three main activities : (1) Methodology

development on the under-developed fields such as 꺼sk assessment technology for plant

shutdown and external events, (2) Computer code package development for Level-1 PSA, (3)

Ap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to reactor safe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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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first, in the area of PSA methodology development. foreign PSA reports on shutdown 때d

external events have been reviewed and various PSA methodologies have been compared.

Level-l PSA code KJRAP and CCF analysis code COCOA are converted from OOS to

Windows. Human reliability database has been also established in this year.

In the area of new technology applications , fuzzy s'장 theory and entropy theory are used to

estimate component life and to develop a new measure of uncertainty importance. Finally, in

the field of application study of PSA technique to reactor regulation. a strategic study to develop

a dynamic 꺼sk management tool PEPSI and the determination of inspection and test삐삐tyof

motor얘erated valves based on risk importance worths have been studied.

IV. Research Results and Recommendations

To develop PSA technology in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at f1J'St, foreign PSA reports

have been reviewed. Sever떠 shutdown risk studies have already been done by U.S.A 뻐d

European count꺼es， but the studies are continuously in progress. Mid-Loop operation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contributor to core damage frequency among various plant

operating conditions.

Seismic PSA method developed by U.S. NRC and seismic margin method developed by EPRI

has been compared. In the field of seismic fragility an외ysis， there are two method. The one is a

simple method which uses generic fragility and which only checks the applicability of generic

fragility to specific plant. The other one, SSMRP method, is a little bit detailed method which

calculates floor response spec때 and structural fragility in detail. The biggest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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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have been also identified. The accuracy of seismic hazard input, which is typically

composed of histo꺼cal and instrumental earthquakes,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urgent

among various uncertainty sources. The analysis procedures of seismic PSA and margin method

have been also summarized.

In the area of Level-l PSA software development, KIRAP and COCOA which were developed in

ooS environment in the pas‘have been converted PC-Windows environment. Human reliability

database is established based on already performed foreign and domestic twelve PSA reports.

Important fields in the database have been coupled with the factors which are used in

determining the performance shaping factors and the quantification procedures. This HRA DB

would be a good guidance in the future human reliability analysi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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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서론

제 1 절 개요

원자력 발전소의 얀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확률론적 안전성펑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고특성 , 사고범위 및 해석방볍에 따라

노심용융사고경위분석 (1단계 PSA), 격납건물 빛 방사션훤 분석 (2 단계 PSA)，그리고

대기충으로 방출판 방사성물질의 환경영향 빚 결말치분석 (3 단계 PSA)의 3단계로

수행된다. 1975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논 이 방법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천소에

대한 종합 안전 성 연구 보고셔 인 원자력 안전성 연구 (reactor safety study, RSS) 보고서 , 즉

WASH-l400가 발표되었다.

1979년에 미국 TMI-2 발천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숫한 유형의 사고경위률 이

보고셔에서 이미 예측하여 원자력 큐제기관과 훤천산업체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방법론에 대한 상당한 진천이 있었으며 발천소에의

적용도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원전의 안전성을 위험도 (히sk)라는 척도로

정량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부수적인 효과로셔 기존 원전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 개념에 대한 많은 취약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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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분야는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특허 근래에 들어 컴퓨터 기술과 갑은 신기술의

급휴한 발전은 PSA 기술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잡은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간오류 명가，

공통원인 고장 평가 격납건물 성능해석 방사능 누출사 환경영향 등 펑가 기법 및 이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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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천산묘드의 발전 등과 같이 PSA 기술 자체의 개션이 이루어진 것이며， 물째는

선기술을이용하여 PSA 수행의 간변화맺 그기볍과 결과의 이용범위가확장된 것이다.

제2절 연구개발의목척

1단계 PSA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발전소 계통 및 운전등의 자료를 모으고 파악한 후，

필요한 신뢰도 자료룰 확립한다. 그 다음 사건수목 구성과 고장수목 구성을 하고 각

계통 고장수목 맞 각 사건수목 사고경우l 정량화룰 수행한 후 민감도 맺 불확설성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PSA 수행은 대상 발전소의 설계， 운천등을 상세허 파악.모웰링하여야 하며 포한 필요한

자료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과제에셔는 장기적으로 I단계 PSA'에 필요한 엽부 및 자료를 전산화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1단계 PSA 수행에 사용되는 천산체계툴 개발.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사건으로 인한 PSA는 표준원전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등에 대한

PSA수행으로 PSA 수행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신뢰도 자료 및 그

처리기볍이 확립되어 았지 않으며， 포한 외부사건으로 인한 PSA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륙허 처출력/정지시 PSA 는 아직 수행경험이 천무하므로 이에 대한 수행방법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신뢰도자료 처리기법 개발 및

자료의 전산화를 확립하고 외부사건 몇 처훌력/정지시 PSA 방법론 개발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천산화，처리 기법의 확립 및 전산코드개발에 종점을 둘 예정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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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현재 사용되눈전산묘드틀을제속캐선하고최종적으로는외부사건 수행 전산코드

및 필요한 자료등을 모두 통합할 계회으로었다.

체3절 금년도 연구수행 범위

금년도는 정부주도 중장거 연구의 재 I단계 제2차년도에 해당한다. 작년(’92)에 이어

"I단계 PSA 천산체제 개션”과제에서 금년도에 수행한연구내용은다음과캅다.

(1) 1단계 PSA방법론개발 분야

• 져출력/정지시 PSA 방법폰고찰

• 처출력/정지시 외국 PSA 수행현황조사

• 부분충수운전시 (mid-loop) 잔열제거기능상설 사고시나리오분석

• 지진위험도분석방법론비교분석

(2) 1단계 PSA 수행용 소프트훼어 개발분야

• 인간선뢰도데이타베이스 구축

• 공통원인고장 분석코드 COCOA-WIN개발

• KIRAP-WIN개발

(3) 원전 안전성평가에 있어셔 신기술응용연구 분야

• 원전 동적위험도감사기 PEPSI 개발방안연구

• PSA 방법을이용한 MOV(모터구동밸브)검사우션순위 결정

• 퍼지이론을이용한부품기대수명예측

• 엔트로피 여론에 의거한 불확실성 중요도 척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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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14절 금년도 연구수행 내용

1. PSA 방법론개발

가. 져출혁/청지시 PSA

금년도 (제 I단계 2차년도)의 구체적인 엽무내용은원전의 처출력 빚 정지시 (low power

and shutdown) PSA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설계 및

운전특성을 큐명하는데 었다. 프랑스에셔 수행한 PSA의 경우에는 져출력 및

정지운전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가 출력운천시에 비해 약 30 - 5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의 저출력 및 정지운전 중에서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야 부분충수 (mid-loop) 운전이다. 따라서，금년도에는외국의 저출력/정지시 PSA

수행결과 및 보고서 논문틀을 추적하고 자료를 입수하여 얀천성 특성틀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안전성에 우려를 가장 많이 나타내는 부분충수운전특성을

조사하고잔열제거상설사고시나라오를분석하였다.

정지운천시에 대한 기술지침셔나 절차셔에서는 규제사항이 적고 절차셔가 잘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적오류를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지운전사에는 안전계통이 자동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상사태

발생시 운전원이 이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사고를 완화시켜야 한다. 정지운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경위로는 냉각재 상실사고와 잔열제거가능상실사고， 그리고

천원의 상실이 가장 위험한 사고경위로 나타났다. 저출력/정지시에 발천소운전상태는

기술지침서에 나타난 데로 운천보드 4.5.6 으로 주요운천변수에 따라 간단허 나누는

방법과 이들을 좀더 세분화하여 15개 까지 나눈 경우도 있다. 또한 정지운전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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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계통 및 기 기들의 정버 빛 보수로 인하여 이 용불가능 (out-of·service) 상태에 있게

되어 발전소 기 기 상태조합 (configuration)이 매우 복잡하고 자료조사 및

운전특성분석에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항틀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현황 분석보고서로 작성하였다.

냐. 지진 PSA

두번째로는 지진 안천성 평가에 필요한 방법들을 추적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지진으로 인한 안전성 평가방법에는 지친 PSA 방법과 미국 EPRI에서 개발된

지친여유도분석방법이 있다. 여유도분석방법은 멸종의 결정론적 방법으로셔 지진발생시

성공경로와 분석수준지진 (review level earthquake에 도달하지 못한 꺼기틀을 도출하여

안전성수준제고방법융권고해 주는 방식이다. 지진취약도 분석방법으로는 Zion PSA'에서

사용한 방볍과 NUREG-115얘l서 사용한 SSMRP 방법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지 친

PSA수행에 펼요한 지진재해도와 지진취약도를 국내외 PSA결과틀로 부터 추적하여

테이타베이스화하였다. 국내에 적용사 예상되는 불확실성 요인들도 분석하였다.

2. PSA 수행용소프트웨어 채발

안전성펑가용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소프트왜어 개발을 위한 platform을

구축하고 었다. 이는 원전 분석 및 관리에 관한 기폰의 여러 전산 시스템틀이 공통된

지식， 자료 및 유사한 기법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호환성이 없는

컴퓨터언어와 재사용성여 없는 hardwire된 자료 구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전산

시스댐의 개발에 중복되게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 포한 각 시스탬마다 일관성이

없는 user interface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전산 시스댐의 사용 습득을 하며 겪는

어려움 등 기존의 천산 체제 구조에 따른 단점을 혜결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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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1) 기존 code의 재사용성 • (2) 자료의 호환성 및 (3) 일관된 user interface툴

제공하여 PSA 등을 위한 전산시스댐의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platfonn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잭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여용합으로써 엽무간에

공유가 가능한 객체 지향 데이타베이스와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고 채사용이 가능한 일반

기 볍 (generic algorithms) 과 user interface 를 위한 요소틀 (menus. graphs. P&ID 둥 ) 을

library화 하여 사용자를 위한 모든 용용 프로그램올 얼관성있계 단촉펀 시간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금변도에는 위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을 이용하여

기존의 DOS 용 KIRAP을 Windows 용으로 전환충에 었다. 사용된 전산언어로는 Boland

C++ 3.1을 이용하였다. 위의 공통원인고장 변수추정 프로그맴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볍을 이용하였으며 전산 tool 로는 Paradox for Windows 가 이용되었다. 인간신뢰도

DB구축에셔는 FoxPro for Windows DBMS tool 이 이 용되 었다.

가. 언간신뢰도왈석 코드깨벌

지금까지의 여러 PSA 수행결과 인간신뢰도는 노심손상빈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들은 모두 관측가능한

인간거동과 수행특성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 에 기초하고 있어 운천원의 의도

(intention)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의도형성의 근간이 되는 이유를 모웰링하지

않으므로 사고시에 인간얀식거동을 표현할 수 없다는 푼제가 있다. 따라서

운전원의 의도형 생 (i배11띠nte히nt때lt띠I“io아on fo아orm베i“on띠1)을 모댈 링하는 인지 적 모텔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 I차년도인 작년 (’92연) 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론툴을

비교분석하여 장단점 및한계성등을기술하였다. 금년(’93뻐l는새로운인지적모옐

개발에 필요한 인간오류 관련데이터의 수집방얀과 인간오류 분류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외에셔 수행된 PSA 결과로 부터 인간신뢰도분석 부분올 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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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수행륙성인자 할당방법과 인간오류확률 정량화과정 및 결과를 데이타베이스화

하였다. 약 12개의 PSA 보고서가 이용되었으며 각 PSA마다 약 20 - 30개의 사고경위에

대한 언간선뢰도 정량화결과를 정리하여 FoxPro 2.0 DB 소프트쩨어에

수록.저장하였다. 향후 PSA 수행사 인간신뢰도 분석애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냐. 공통연언왈섹 코드채벌

공통원인고장은다중계통에셔 어떤 공통된 원인에 의혜 하나 이상의 기기가고장나는

사건을 말한다. 공통원인 고장은 원천의 다중성 (redundancy왜l 치명적인 손상을 주어

원전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공통원인고장 처리방법을율 버교.분석하여 국내 현설에 적합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내에셔는 NUREG/CR-4780 방법론에 기초한 PET-CCF 및 COCOA.

MAPPING 등의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원천의 고장자료로부터 공통원인 고장 자료를

추출하여 영향벡터 (impact vector)률 추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코드틀올

일관화된 전산환경하에서 사용활 수 있도록 금년에는 공통훤인고장 분석코드 COCOA롤

Windows 용으로 전환하여 COCOA-WIN을 개발하였다. COCOA-WIN은 일반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의 펀의성을 도모하였을 뿔만아니라 향후 1단계 PSA코드의 종합화를 한총

더 쉽게 할수있는전기륨마련하였다.

다. KIRAP-WIN 깨벌

KlRAP온 사건수목 맺 고장수목 구성 , 최소단절군 (minimal cut set) 계산등올 PCOlJ서

수행하는 1단계 PSA 수행용 전산코드 쳐l계로셔 oos 용으로 1986년부터 계속

개발.사용되어 왔다. KIRAP은 그동얀 표준원전 영팡 3.4 호기 올전 3.4 호기등의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업무에 사용되어 왔다. 작년에는 PC에서의 메모리부록 보완 및

1 - 7



그렴 출력기능 보완 사용되는화일플의 호환성 문제 둥을 보완하여 KIRAP Release 2.0을

개발하였다. 특허 KIRAP Release 2.0에서는 각코드모률을 모두 386-PC 용으로 천환하여

앞으로는 PC에셔 모든 1단계 PSA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년도에는 특허 KlRAP

의 일부 기능 (고장수목 및 사건수목 펀집가능)을PCWindow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완료되어 현재 시험충에 었다.

금년에는 기존 KIRAP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하여

reengineering하여 MS Windows 하에서 이용할‘ 수 었도록 KIRAP-Wi.1을 개발중에 았다.

KlRAP-Win은 메뉴와 마우스를 이용한 고장수목 현집기 , 사건수목 펀 집기 , P&ID 펀 집기 ,

데이타베이스， 그리고 단절군과 노심흔상확률(CDP)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여루어 진다. 개발중안 KIRAP-Win의 특정은 정보가 긴밀하게 연계된다는 점이다.

고장수목에 있는 한 사건은 관련된 기기의 성질까지 P&I않}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책체는 셔로 긴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사용자가 일관되고 펀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수정할 수 았다. 기기 오브젝트는 모든 응용에서 사용되지만

고장수목에셔는 기기의 고장모드가 표현 될 수 있고， P&IOOll서는 가기의 그렴이 표현 될

수 있다. 현재는 단지 고장수목 면집기가 구현되어 있고 종래 KIRAP의 CDF계산

알고리즘과 단절군 (cut set) 생성모률의 porting 프로세셔 개발이 진행충에 았으며，

고장수목 구성을 위한 Event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중에 았다.

3. 원전 안전생훌석에의 신기울 이용

또한 원전 안전성에의 신기술 응용연구로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먼저 퍼지이론의 신뢰도분야 적용연구로서는 부품의 잔여수명 추정에

활용하였다. 부품고장 기본사건이 발전소 천체 위헝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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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중요도 분석에 있어서는 엔트로피 방법을 활용하여 이 방법이 견고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외에 위험도 및 신뢰도의 발전소 안전운전 및 안천규제에의

활용연구로셔 동적신뢰도 분석코드 PEPSI 개발방안 빚 활용방안 연구가 진척되었으며

위험도 중요도 기볍을 모터구동밸브 (MOY) 검사우션순위 결정 연구애 적용하여 이

분야의 안전운전 및 얀전규제업무에의활용가능성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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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2 장 저출력/정지시으1 PSA 방법 연구



제 2 장 저훌력/정지시으IpSA 방법 연구

제 I 절 저출력/정지시의 PSA 방법 연구

1. 개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가법은 원차력 발천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PSA:에서는 저출혁 (low Power) 및 정지 (shutdo빼)시에는 적은 잔열 발생과 방사성

물질 채고량， 긴 복구여유시간 등의 조건에 의해 전출력 운천시보다 위험도(Risk)가

작다는 가정에 의해 전출력 운전시에 대해셔만 PSA가 수행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PSA 분석 결과와 저출력/정지시 발생한 션행사고 (precursor event) [2·1]들에 의해

저출력/정지시의 안천성 펑가가 원자력발전소의 얀천성 확보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었다.

처출력/정지시 PSA는 전출력 운전 상태 이외의 저출력 운전 상태나 원자로 정지

이후에 발생하는 기인 사상들에 대한 PSA룰 말한다. 이때 원자로 정지 이후란

계획정지에 의한 원자로 정지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며 출력 운전충 발생된 사고에 의한

정지 이후에 대해셔는 일반적인 천출력 PSA'에서 다루어진다.

저출력/정지사에는 발전소의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해 저출력/정지시에 발생한 사건틀이

위험도의 주요한 기여 인자가 될 수 있다.

안전 계통에 대한 대부분의 보수작업이 원자로 정지시 이루어지며 정지 형태에

따른 기술지 침서 (tech뼈n띠I너ica떼1 SJκleC미ifi파ica때tic“ons

완화되어 안전계동의 다충성야 감소하고 안전계통 기기의 이용불능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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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지 형태에서는 얀전계통에 대한 자동작동이 불가능하여 운전원의

조치에 의존하며 운천원의 적절한 조치도 관련된 절차서의 미비 등에 의해

어렵다.

계획정지시 잔열의 양이 전출력 운천 사고시의 잔열보다는 적지만 노심손상을

유발시컬수 있는 충분한 잔열야 존재한다. 일례로 1990년 3월에 발생한 미국

Vogtle발전소의 사고에서는 정지후 25일 경과시 발생한 36분동안의 교류천원

상설과 잔열제거 설패에 의해 O.7 l:， j분의 냉각재 온도 상승이 발생하였다.

정지형태에에 따라 일차 냉각재 계통의 건전성이 손상된다 (부분 배수 및 져압

상태).

정지 형태에 따라 원자로 격납용기의 건천성이 손상된다 (관통관 개방 및 hatch

개방등).

저출력/정지시의 PSA 분석에서는 전출력 운전시와 다른 발천소의 구성형태 (plant

configuration)와 원자로 상태 등에 의해 전출력 PSA와는 다른 분석방법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즉，

어려움이따른다.

저출력/정지시 PSA 분석에셔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수행에

. 정지형태에 따른 다양한 발전소 구성형태에 의해 대상 분석 경우가 매우 많다 .

• 전출력 운천시에 비해 다른 성공기준이 적용되며 성공기준이 발천소구성형태에

따라다르다.

정지시에 대해 고유한 고장 형태와 기인 사상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자료원이

많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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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시 보수에 의한기기의 이용불능도 평가가발전소 특성 평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료원이 부촉하다.

정지시 발생하는 운전원 오류와 복구조치는 매우 복잡하며 여유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기존의 인간 오류 평가 방법의 적용에 어려웅이 었다.

발전소 안전성 분석 보고셔(PSAR. FSAR) 등에셔 저출력/정지시에 대한

결정론적인 분석이 거의 수행되어 있지 않아 발전소의 사고경위분석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저출력/정지서의 PSA는 미국과 프량스에서 몇개의 연구가 완료 혹은 수행중에 있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산엽계 주도로 수행된 NSAC-84 [2-2]와 Seabrook PSA 가

았으며 이툴의 분석결과 정지시 노섬손상 빈도가 각각 1.8x lO-5번 • 4.5xlO-5 I년으로

나타나 져출력/정지시 PSA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EPRI와 천력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정지사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칩셔의 작성 및 저출력/정지시와

관련된 자료를 수칩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었다. 미국 원자력 큐제위원회의

지원으로 연구기관에서 수행펀 연구로는 정지시 RHRS 운전에 관련된 제한척 볍위의

I‘evel 1 PSA가 BNL (Brookhaven National μ.boratory) 에셔 수행되 었으며 .1989년부터

NUREG-1150의 후흑 연구로 저출력/정지시에 가언한 중대사고의 위험도률 명가하여

NUREG-1150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중에 었다 [2-3].

프랑스에서는 산업계와 큐제기관의 주도로 900MWe과 1300MWe PWR에 대해 모든

발전소 운영상태에서 발생하는 초기사건틀에 대한 PSA를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저출력/정지시의 노심손상 빈도가 총 노섬손상 빈도의 각 각 32% 와 56%를 차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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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연구툴이 수행되었지만 저출력/정지사 PSA분석의 복잡성과 어려움요로

인해 현재까지 방법론이 확설허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처출력/정지서 PSA롤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되었거냐 현재 수행중인

분석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출력/정지사 PSA 수행 방법을 정립하여야 한다. 다음은

저출력/정지시 PSA의 천반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검토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수행방법이 잘 설정되어 있는 전출력 PSA와 다른정을 중심으로 방법폰을

기솔하였다.

2. 저출력/청지시의 PSA 수행 방벌

가.콸석 법위

저출력/정지시의 위험도 평가률 위해서는 분석의 법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펑가되는

위험도는 분석의 법위에 따라 다른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Level 1

PSAI에서는 노섬손상 빈도가 평가되는 위험도의 척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저출력/정지시

PSA의 특성에 의해 다른 분석종결상태 (end state)도 사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격납용기와 원자로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냉각채 보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냉각재 수위가 핵연료보다 높은 상태에서 잔열제거 계통이 상실되변

냉각수조 내의 물이 비등하고 격납용기 외부로 증기가 방출되어 잔열이 제거되는

상태가 발생한다. 따라셔 이러한 사고경위는 노섬손상이 되기 전에 이미 대충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유발사킬 수 있다.

저출력/정지시 위험도 평가가 수행되는 발전소의 출력 범위와 정지 형태도

정의되어야한다. 저출력/정지시에는 보수를 위한 출력 감소，보수나검사를위한 정지，

핵연료째장천을위한정지형태와출력범위에따라 발전소의 구성 즉발천소운영상태

( pI뻐t operating stales ;POS) 가 달라지 며 이에 따라 얀천 계통의 사용여 부， 노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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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등이 변화하게 되어 위험도 평가에 사용되는 많은 인자들에 영향을 주계 된다.

따라셔 저출력/정지시 위험도 평가의 목적에 부합되는 발전소의 출력 범위와 정지

형태플 정의하여 사용해야한다.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인자들로는 원자로 출력，기숨

지칭셔의 운전모드，열차흑 압력‘온도 및 수위 등이 사용된다.

냐. 정지 형태 및 발전소웅영상태 정의

발전소 정지사에는 발전소 구성이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몇개의 발천소

운영상태로 정의해야 한다. 저출력/정지시 PS~에서는 각 POS'에 대해 분석이

수행되어진다. pos는일반적으로 반응도，원자로냉각채 계통의온도，합력， 수위등에

의혜 정의되며 기술지침셔의 발천소 운천상태보다 더 세분화펀다. 즉 보수에 의한

이용불능도에 영향을 주는 보수정차셔， 발전소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정지 쩔차 등에

의해 POS는더욱 셰분화된다.

포한 PaS를 정의할 때에는 초기사건 발생 빈도 평가률 위한 각 PaS의 지숙시간， 운천현

여유시간 및 발전소 사고 추이에 영향주는 각 POS의 잔열수준 등의 추후분석에

펼요한 POS의 특성도평가되어야한다. 이러한 POS에 대한특성은 분석대상발전소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가 때문에 분석대상 발전소의 운전절차서 검토， 발전소

방문，운전원과의 대화 등올 통혜 척철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산엽계에서 수행한 연구틀은 정자동얀 이용되는 지침서에 의혜 6개의 발전소

운영상태로 나눈 NSAC~84의 방법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발전소 운영상태 정의를

내려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지형태의 분류로는 NSAC-84에서의 재장천정지와 보수

정자， 그리고 Seabrook PSA'에셔의 고온정지， 저온정지， 핵연료채장전 (기술지침셔

운전형태 4, 5, 6) 등이 었다.

2 - 5



프량스에서 수행된 PSA는 발전소 운영상태를 전출력 운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갇이

청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A. 전출력，처출력，고온정지 (얀천주엽 선호가자동 운전 모드)

B.A상태와 RHRS 운천시까지의 중간상태

C.RHRS가운전되고，일차계통이 건전한상태

D. 일차계통이 부분적으로배수되거나개방된 상태

E. 원자로캐버타가충수되어 있고압력용기내에 핵연료가존재하는상태

5개의 발천소 운영상태중 저출력/정지시에 해당하는 것은 B. C, D, E와 A의

저출력/고온정지가 해당된다. 이러한 발전소 운영상태는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단순화된 젓이다.

현채 USNRC의 지원을 받아 BNL에서 수행충인 연구에셔는 재장전， 일차계통 배수

상태 보수.RHRS가 이용되는 충수충 보수. RHRS가 이용되지 않는 충수중 보수의 4가지

정지형태가분석대상으로 션택되었으며 POS도다음의 15개로셰분화하였다.

발전소운영 상태 RCS 온도

1.저출력 운전과현자로정지 547F이상

2. 증기발생기를이용한냉각 547F - 345F

3. RHRS를 이용한 냉각 345F - 200F

4. RHRS를 이용한 냉각 200F - 1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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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id-loop로의 냉각수 배수

6 ‘ mid-loop운전

7. 핵연료재장전을위한충수

8. 핵연료재장전

9. 핵연료채장전 후냉각수배수

10.핵연료 재장전후 mid-loop운전

11.원자로 냉각재 계통 재충수

12.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가열 및 기포제거

13.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이용한 원차로냉각재 계통 가열 200F - 350F

14.증거발생기를 이용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가열 350F - 547F

15. 원자로 가동 빚 처출력 정지 547F 이상

다. 초기샤건 션청 몇 번도 명가

저출력/정지시 PSA'에셔 초기사건을 션정하고 빈도를 명가하는 방볍은 기본적으로는

전출력 PSA와 같지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초기사건을 션정하기

위해서는 번저 분석대상 발전소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가인 사상을

확인하게 되며， 특허 분석대상 발천소에 대해 전출력 PSA가 수행되었을 경우에는

전출력 PSA의 초기사건들을 검토하여 저출력/정지시 적용가능한 초기사건들을

확인한다. 또한 다른 처출력/정지시 PSA'에서의 초기사건들에 대혜서도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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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겸토하여야 한다. 저출력/정지사에는 발전소 운전에

운전원의 행위가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연간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초기사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확인된 초기사건들은 저출력/정지시의 발생가능성，

발전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션별 처리하여 최종적인 초기사건으로 션정한다.

선정된 초기사건틀에 대한 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출력 PSA'에서 션별 처리된

자료를 분석， 이용하여야 하며， 이 때 인간오류에 의해 발생된 초기사건들의 정량화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허 저출력/정지시 초기사건을 유발시키는 인간오류는 발생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기사건 발생빈도 펑가시 사용되는 방법에 의해 펑가하는

데는어려움이 있어 주로언간선뢰도 분석 방법에셔 이용하는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대부분의 저출력/정지사 PSA'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한 초기사건은 냉각재 상설사고，

소외전원 상설사고， RHRS 상실 등이며 저온사 원차로 냉각채 계통의 과압， 붕산 희석，

보조계통 상설 등의 초기사건도 여러 연구에셔 션정되었다.

라.사고경위왈삭

초기사건에 대한 발전소 거동과 운전원의 조치들은 주로 사건수목을 구성하여

분석이 수행되어진다. 출력 운전중에는 여러가지 절차셔에 의해 운전원의 조치가

취해지며 발전소 껴l통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초기사건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수행되어쳐 있어 사고추이를 파악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는것이 용이하다. 저출력

운전시에도 발천소의 거풍 및 운천원의 조치가 출력운전시와 유사하므로 전출력

PSA'에셔 구성된 사건수목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RHRS가 운천되고 있는 정지시에는 사고에 대한 발전소 거동에 대해 거의 분석이

수행되어져 있지 않으며 운전원을 위한 절차서도 미비되어 있어 정지시 P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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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혜서는 초기사건 발생이후 발전소 거동과 운천원이 취할수 있는 조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POS'에서 초기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발전소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열수협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열수력학적 분석을 통해서 사고 진행 시간，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한 계통의 운전 가능 여부， 계통틀의 성공기준 등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열수력학적 분석을 위한 초기조건들은 POS션정시 수집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처출력/정지시의 사고 발생시에는 많은 운전원의 조치가 요구되므로 이룰 척절허

사건수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절차셔의 미버로 인해 운천원의 초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설정이다. 따라서 분석대상 발전소의 운천요원틀로부터

가농한 운전원 조치 사항틀에 대한 정보수집이 펼요하다. 이젓은 저출력/정지시

PSA수행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사항이다.

NSAC-8앨t Seabrook PSA의 사건수목은 정지시 사용되는 절차서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으며 운전원에 의해 유발된 초기사건틀에 대해셔도 사건수목올 구성하였다.

프랑스 PSA'에서는 전출력 상태시 구성된 사건수목이 수정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출력 상태시와는 다른 사건수목이 구성 사용되었다. 그러나

열수력학적 분석과 운천원 조치에 대한 자료수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가정사항들이 사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발전소

거동분석， 계통의 성공기준 정의， 운전원의 조치 여유시간 등을 위한

열수력학적분석과 분석대상 발천소의 운전요원툴을 통한 자료수집이 보충연구로

수행되고었다.

마.계통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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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력/정지시 PSA'에서 사용하는 계풍분석 방법은 전출력 PSA'에셔 사용하는 고장수목

방법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저출력/정치사 PSA는 전출력 PSA수행 이후나 동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전출력 PSA'에셔 구성된 고장수목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수정시에는

적용되는 발전소 운영 형태에 맞게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들을 통해 고장수목올 수정해야

한다 •

. 저출력/정지시 고장수목의 성공겨준

자풍작동계통의 이용가능성

• 전출력 운천시 고려된 수동운전의 저출력/정지시의 가능성 여부

발천소운영형태(posy에I 따른 계통내기거의이용불능 여부

처출력/정지시에는 발전소 운영형태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계동플이 폰채하게 되며

이에 따른 효과도 적절허 분석되어야 한다.

바.정량화자료명가

사고경위를 청량화하기 위한 정량화 자료들이 수집 평가되어야 한다. 정량화를 위한

주요한 정량화 자료는 다음과 칼다 .

• 초기샤건벤도 : 입수가능한 운전경험자료로부터 LOCA, Loss of RHR, LOSP. Boron

Dilution 등의 초기사건 빈도를 추정한다.

청지IPOS 밴도와 POS 유치시간 명가 : 이 자료들은 저출력/정지시 PS~에서

중요한 정량화 자료이며 분석 대상 발천소의 운전 일지 등의 운전 경험 자료로

부터 평가되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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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이용활능도 : 저출력/정지시에는 많은 보수작엽이 이루어지기 때푼에

보수작업에 영향울 받는 기기들의 보수이용불능도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보수이용불능도 평가는 분석대상 발전소에서의 실제 보수작엽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포한 발전소 운영상태와 정지 형태에 따라 수행되는

보수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 운영상태나 정지 형태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샤.언간신뢰도왈석

져출력/정지시 PSA'에서 인간 신뢰도 분석은 정지시에 수행되는 운전현 조치의 복잡성，

관련 철차셔 및 기술 지첩서의 미비， 관련된 열수력학적 분석 자료의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셔 분석시 많은 공학적 판단 (engineering judgemen t)이 사용된 다.

또한 인간 오류가 저출력/정지 PSA 결과에서 주요한 역활을 하기 때문에 분석자는

운전원 행위를 파악하고 펑가하논데 일관성있는 지칩과 가정사항에 의해 분석을

수행하여야한다.

저출력/정지시에는 3가지의 주요한 인간행위가 분석되어야한다.

초기사건이나 계통고장을 유발하는 인간오류로 초기사건을 유발하는

인간오류는 정지기간 동안 취해지는 운전 절차를 상세허 검토하여 파악해야 하며

공학적 판단이나 THERP (tec1m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등과 감은

인간선뢰도 평가방법을사용하여 평가된다.

회북조치나 계통을 기동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인간 오류모 천출력 PSA'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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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절차를 수행하는 오류로 이러한 오류는 운천원이 취하는 행위의

복잡성으로 인해 분석에 어려움이 많다. 일반적으로 천출력 PSA:에셔는 복잡한

수행오류에 대한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저출력/정지시 PSA:에서는 이러한

운전원 수행 오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펠수적이다.

야. 샤고청워정량화

사고경위 정량화는 천출력 PSA'에셔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사용된다.

저출력/정지시 PSA'에서는 전출력 PSA'에 비해 고려되는 FOS가 많고 각 POS의

지속시간이 짧아 초기사건 발생 빈도가 맞기 때문에 정량화시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

최소확률값을낮게 설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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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2절 외국의 저출력/청지시 PSA수행현황

1.외국의 져출력/청지시 PSA 깨요

외국의 저출력/정지시 PSA의 최끈 연구동향은 다음과 칼다. 미국은 EPRI와

전력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져출력/정지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셔를 작성하고，

저출력/정지시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USNRC) 의 지원하에 국립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정지시 RHRS 운천에 관련된

제한된 범위의 1단계 (Level 1) PSA가 BNL (Broo임laven National Laboratory) 에서

수행되었으며. 1989년부터 NUREG-1150의 후축 연구로서 저출력/ 정지시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의 위험도률 평가하고 NUREG-llS0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저출력/정지시 PSA률 반영한 기술지침서률 개정하는 연구룰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 세계 여러나라에서 저훌력/정지시 PSA룰 수뺑중이거나

계획중이다. 각 국의 기관에셔 수행하고 있는 저출력/정지시 PSA는 져출력/정지운천중

발생하는특이사항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있다. [2-1 J(그럽 2- 1)

가. 미국 산업계의 저출력/정지시 PSA 현황

지금까지 져출력/정지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연구가 종료된 것이 몇 안되지만

처출력/정지운전중에 발생한 사고가 발천소 종사현과 일반대중에 미칠 수 있는 위험도는

중요한 젓으로 산엽계에서 받아틀여 지고 있다. 1991 년 까지 원자력 사엽자는 EPRI와

공동 노력.으로 두재의 정지운전관련 위험도 평가를 완료하였다.

그 첫째 연구가 "Brunswick ORR PSA" (NSAC-83)로셔 이젓은 BWR올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다. 비록 이연구가 철저하게 처출력/정지운전에 대한 PSA가 아닌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잔열제거계통(R HR)의 선확도분석에 춧정을 맞추었올지라도

정지운전조건에 관련하여 고려하여야할사항들을많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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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구는 "Zion RHR PSA" (NSAC/84) 로서 비룩 이 연구도 RHR계통에 중점 을 두고

분석되었을 지라도 PWR'에 대한 보다 자세한 처출력/정지시에 대한 평가이다. 이들

저출력/정지시 PSA연구틀은 천출력 PSA와는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더 자세한 연구의

필요성을제시하였다. 이 무 연구는 특정 초기사건 (예，과다배수로 인한 RHR가능 상실)

발생빈도와 이 발생된 초기사건의 후속고장률은 인간오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한다.

1988년에 New Hampshire 전력회사는 "Seabrook Station PSA"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NSAC/84의 방법과 갑은 접근방식을 취하였으나 발천소 모텔링， 초기사건의 영향 그리고

특히 인간신뢰도분석 부문에 대해 더욱 자세허 다루었다. 이 연구는 비록 발전소와

운전원 반응을 간소화하여 모델령하였지만 가치있는 연구였다. 이 연구는 또한 결과에

대한 기인자로셔 부품고장에 의한 젓에 비해서 운천원 오류에 의한 것이 지대한 것을

나타냈다. 상기 연구 뿔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깨별척인 연구가 1980년대에 진행되었다.

이들중많은연구는발간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도대외적으로알려지지 않았다.

1990년 3윌 Vogtle 발천소 사건이후 산엽계와 NRC관섬이 다서 처출력/정치운천에

관련된 사건에 집중되었다. 그 대응조치로서 EPRJ는 1992년 초에 완료목표로 Nuclear

Management and Resources Council (NUMARC)과 함께 원자로 정지 충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지칩의 목적은 산엽제가 발전소 정지를

계획하고 청지운전 실행에 대한 현재 상태를 엄격하계 평가하고자 함이다. 이 지침은

잔열제거， 원자로 냉각수 채고량조철 천원의 이용가능도 반용도조절 및 격맙건물에

대해셔 언급하고있다.

위의 계획과 별도로 처춤력과 정지운전 조건에 관련펀 데이타룰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가 1992년말을 완료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상기 EPRI계획은 현재 운영중인 상용

경수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져출력/정지시 PSA가 개량형 경수로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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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미국에너지생 (DOE) 의 지원하에 EPRIS1- 개량형경수로 중대사고

계획 (ARSAP)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제안된 설계요건에 져출력/정지시 안전성

문제가 적절히 표현되었는지가 검토되고 있다.한펀 Combustion Engineering사는 그들이

설계하고 았는 개량형경수로 System 80+에 대해 shutdown 꺼sk 예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냐.미국 NRC 후웬하의 져출력/정지시 PSA

며 국내에셔 2개의 PWR사고 즉 Diablo Canyon과 Vogtle 발전소사고 이후 정지 운천충의

잠재적 위험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Diablo Canyon 사고를 계기로 NRC 는

Generic Letter (GL) 87-12를 발표하여 정지운첸에 대한 특히 부분충수(mid-loop) 운전에

대한 발전소 정보를 요청하였다. 포한 NRC는 GL 88-17흘 발표하여 원전이 부분충수

운전시 냉각재 보충능력과 계측능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지시 사고가

발생하여도 빠른시간에 노섬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하는 조치사항을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 NRC는 각 전력회사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대부분의 조치계획이

불만촉스럽고，잔열제거사고가계속 감소하지 않아노심손상의 발생 가능성을우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NRC는 처출력/정지시 잠재적 위험성을 자셰허 조사하기위해 대규모

계획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NUREG-1150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고려되었으며

내부기인 화재와 홍수똘 포함하는 내부 초기사건으로 범위가 설정되었다. 2개의

평행적 연구가 NUREG-1150 에서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BNL은

Surry발전소를 대상으로， SNL은 Or뻐dO띠f발전소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두 연구의 목적은저출력/정지시 발생할수 있는 중대사고 위험도를 평가함으로서

노섬손상확률， 중요사고진행 그외 정성 및 정량분석결과를 NUREG-1150 의 전출력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범위는 3단계(Level 3) PSA 률 포함한다. Surry

발전소에 대한 I차 (phase I)연구는 예버지초분석 (screening analysis)로서 1991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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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완료되었는데， 이분석은 발전소 운전장태 (plant 0훔rational state, POS) 분류하고

그리고 이 POS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Levell PSA을 수행하는 것으로내부기인 화재와

내부기인 홍수를 포함한다. 그러나 성공기준 계통분석， 인간신뢰도 분석에서 제한된

범위의 분석으로정량분석결과는신뢰할만하지못하였다.

계속된 제 2차 (phase 2) 연구는 부분충수운전에 중점을 푼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수행되었으며， NRC가 검토할 수 있도록 1993년 9월에 제출되었다. 2단계， 3단계 PSA는

1단계 PSA의 결과에 의존한다. Surry발천소에대한 2단계 PSA는 친행중이다. 또한 Grand

Gulf발전소에대한 SNL와 제 2차연구초얀 (draft detailed Levell)은 완료되어 NRCOll 1993년

9월에 제출되었다. 제2차연구를 기반으로한 2단계PSA가 곧 시작될 것이다. 내부사건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Surry 와 Grand Gulf 발전소에 대한 저출력/정지시 지진위헝도분석은

다른 용역회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다. 프랑스에셔의 져훌력/정지시 PSA

프랑스에셔는 1990년에 두개의 PSA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하나는 900MWe PWR을

대상으로 CENIPSN 에 의해셔 수행되었으며 또 다른 것은 1300 MWe PWR을 대상으로

EDF>ll 의해셔 수행되었다. 이틀 PSA의 중요한 특징은 초기사건 대상으로 처온정지를

포함하는 전체 발전소 상태 (plant states)플 고려하였다. 이 두 져출력/정지시 PSA로부터

소외천원 상설사고가 총 져출력/정지시 노심손상빈도의 32% (900MWe인 경우)， 56%

(1300MWe인 경우)이상으로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았다. 이 결과 발표여후 여러 다른

연구에셔 밝힌 처출력/정지시 사고경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션을 하였다. 진행중인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풀리적 계산(열수력 -중성자몰려)

보론 희석시의 혼합(mixing)관련 실험

2 -16



정지운천 경혐의 관찰

운전절차셔의 보다 자세한 분석

위의 사항이 보완펀 PSA는 특허 정지운천 측면에셔 1993년에 재정될 것이며 새로운

저식과 데이타가고려될 젓이다.

EDF와 Framatome은 발전소 정지시의 사고위험성을 펑가하고 여를 방지하는 대책을

개발하는데 션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프랑스에셔는 정지기간중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관심은 각 국의 운전경험 분석결과와

져온원자로정지중 사고의 위혐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준 프랑스의 안천성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에셔는 문제점등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껏으로 밝혀졌다.

-부적절한운전습성

-특정한주변환경 혹은발전소형태

운전절차와 관련한 문제점들은 일반적으로 정지후 보수흘 설시하며 재장전후

재가동시키는데 필요한 구조적으로 복잡한 정차때문이다.

EDF는 안전기관 빛 Framatome은 조정하에 가동정지를 실행한다는 안전성정책을 취하고

있다.이에 따른 조치에는 운전기술지침에 정의된 설행사항을 강화하는 것과，운천원이 더

효과적으로 발천소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가동정지 계기판과 냉각수 수위감지기 등

여러까지 감시계통을 보완하논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EDF는 어떤 운천절차를 개션하여야 하고 어떤 주요인자를 감시해야

하며 어떤 운천형태를 피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이며 수행되었던

운전절차， 계측 및 보호쳐1통의 개션으로 가동정지 위험성이 상당하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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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수행 PSA 주요결과

지금까지 저출력과 정지운전에 관련된 위험도가 상세하게 연구되지 않아 왔으며 포한

출력운전중의 위험도와 같은 정도의 이해도 없다. 다음은 NRC 후원하에 진행중인

Grand Gulf와 Surry발전소를 대상으로 수행한 져출력/정지시 PSA를 포함한 몇 개의 다른

PSA 결과의 요약이다. 이 요약은 정지운전과 핵연료교체에 관련된 주요 현안과 결과를

제시하고있다. 각 저출력/정지사 PSA 결과는그렴 2.1에 정리되어 었다.

가. 결과왈석 채요

(1) NSAC·84

NSAC-84는 1981년 완료된 Zion PSA의 연장이다. 사고경위는 정지운전 (shutdo빼)중의

발천소 상태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절차서와 관련없는 언간오류나

부품고장들도 고려되었다. 이 연구에 포함된 초기사건은 RHR냉각기능 상설. LOCA,

져온과압 (cold overpressurization), 과다충전 , 과다취출 (over letdo빼) 또는 부적절환

안천주업등이다. Zion에 적용된 특정 개별 (specific) 데이타베이스는 Zion발전소

경험기록으로부터 개발되었고 사고경위 정량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정지운전의 평균 노섭용융빈도(CDP)는 1.8x10e-5/yY이었다. 주요 107~ 의 노심용융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옴과 갇다.

부분충수운천시 사건은 8개의 사고경위로 표현되는데 전체 노섬용융빈도의

61%이다. 부분충수운전중 운천원의 오류는 5개 사고 경위에서 나타나는데 천체

노섬용융비도의 44%이다.

RHR부품의 오작동은 운전원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냉각 노심용융경위

(RCS의 과배수， ωCAs， RHR 흡입 밸료의 고장)는 운전완의 노심냉각능력 회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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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여부에 깊이 연관된다. 운천현의 정지냉각 기능회복 실패는 6개 사고경위가

관련되며 전체 노심용융빈도의 56%를 차지한다.

RHR 냉각기능 상설 (주로 펌프와 흡입밸브고장)은 8개 사고경위에 관련된

초기사건이다. RHR 냉각기능 상실은 전체 노심용융빈도의 56%를 차지하고 한펀

LOCA는 다른 2 개 사고경위의 초기사건이며 전체 노섬용융빈도의 6%를 차지한다.

(2) NUREG/CR·SOlS (Loss or RHR in PWRs)

NUREG/CR-5015 는 가압경수로의 저온정지시 RHR 기능 상설에 관련한 Generic Issue 99

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따른 것이다. 이 연구는 소외천훤 상설사고 αOOP)륭 포함한

몇 개의 사항을 수정하여 NSAC/84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1970년부터 1986년

사이의 PWR 전체원전의 운전경험으로부터 얻은 일반테이타흘이용하였다.

정지시 노심용융빈도는 5.2 x 1 0e-S/yr이며 초기사건별 빈도는 다옴과 깥다 •

.RHR 기능상설 -천체 노섬손상빈도의 82%

.소외전원 상설사고 -전체노섬손상빈도의 10%

.냉각채 상설사고 -천체 노심손상빈도의 8%

이 PSA 분석결과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다.

노섭용용빈도의 64%를 차지한다. 2개의 주요 노섬손상 경위가 RHR 혐프 홉입 상설과

관련된다. 운천원이 LOCA 발생올 감지하고 감소한 현자로 냉각수툴 보충하는 컷의

실패가 전체 NUREG/CR-5015 의 주요결과는 NSAC-84 의 결과와 일쳐한다. 운전원

오류는 위험도에 주요 기인자가 펀는데， 특히 부분충수 운전시‘의 위혐도에 큰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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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부분충수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전체 노섬손상빈도의 10%이므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낮다.

(3) Seabrook 합천소에대한 쟁지시 PSA

이 Seabrook 정지시 PSA는 이미 수행된 3단계 Seabrook PSA에 정지운전모드 4(고온정지).

5(저온정지 ).6(핵연료재장전)을 포함시켜 보완한 것이다. 방사션원항과 대충건강 (public

health) 관련 사고경위가 또한 고려되었다. 사고경위를 모텔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NSAC-84에 사용펀 방법과 유사하며 다음 몇 개의 보완사항이 었다. 정지시

초기사건으로 발전소의 륙이한 화재 및 홍수로 인한 초기사건을 고려하였다. 결과에

대한 촬확실성 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에 이용한 데이타는 NSAC-52을 수정한 것이며，

그리고 발천소 정지모텔이 개션되었다. 노섬 비등 및 노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열수력학적 계산은발전소정지후 계통배열특성에 따라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정지시 노심손상빈도는 l. lx10e-5/yt이고 전출력을 합한 전체 노심흔상빈도는 4.5x10e

4/yr 이다. RHR기능 상실이 정지시 노심흔상빈도의 82%룰 차지한다. 정지시

노심손상빈도의 약 71%가 RCS배기나 부분충수운전과 관련되어 았다. 부분충수운전관련

노섬손상빈도가 큰 이유는 RHR 펌프의 긴 성공시간 RHR 홉업밸브의 부적절한

닫힘등이다. 그리고 비록 LOCA가 정지시 노심손상빈도의 18% 밖에 않되지만 조기

공중위험도을 초래하는 추요인자이다. 훤자로냉각수가 보충된다변 장비출입구의

건전성은 푼제가 되지않는다. (장비출입구의 건전성은 부분충수상태에서 요구된다).

그러나 부분충수 운천시 가상되는 LOCA시 운천원은 매우 짧은 시간내에 노심냉각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Seahrook 연구는 격납건물에 접끈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격납건물

장비출입구를 폐쇄하기가어렵다는사설을보여준다.

p

(4) RHR 기능 상실에 대한 Brunswick PSA (NSAC.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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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RHR 기능을 상실시키는 다양한 사고경위에 대한 RHR 신뢰도 분석이다. 분석

범위는 원자로 정자후 계획정지나 져온정지시 발생한 사고경위충 냉각재 온도가 200F

이 상에 도달하는 모든 이 상사태 (transients) 를 포함한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재량 조절 ,

원자로 반응도 및 격납건물체어 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데이타는 Brunswick의

고장데이타를 사용하였으며 인간오류에 대한 기본 분석은 고장수목에서 기본사건으로

취급하여 처리하였다.

RHR과 기기냉각수계통의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 및 펌프 고장이 챔지운전중의 잃IR

기능상설을 초래하는 주요 기여인자이다.

(5 ) 저옹청자사 Sequoyah LOCA PSA

SAIC는 저온정자 (Mode 5) 에서 가상되는 LOCA로 인한 노심흔상 가놓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2개의 LOCA 초기사건이 고려되었다. 원자로 정지후 LOCA 발생시간，

LOCA크기， 외부전원 이용가능도，그리고 보수상태로 인한 다양한 경우 (20개)에 대혜서

분석하였다.

가상된 경우의 노심손상번 도는 7.53"10e-5/yr부터 8.5xlOe·7/yr 까지의 범위이 다. 주요

기여인자는 다음과 감다 .

.운전원 오류에 의한 LOCA

.발전설비에 대한천원의 야용가능도

.보수

.대용 조치중 발생한 운전원의 오류 (절차셔 미버，부척쩔한 Res 감시설버)

.공기홉입으로 인한 RHR 혐프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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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 홉입 실패

(6) CE System 80+ PSA

CE논 정지운천모드 4.5.6 의 내부사건에 관련된 위해도를펑가하였다.

전체 정지운전시 노심손상빈도는 7.7xl Oe-7/yr 로서 천출력사 내부사건의

노섭손상반도 (6.7xI 0e-7) 보다 15%가 더 크며 천출력시 외부사건의 노심손상빈도

(1.2x lOe-6) 비해 작다.

주 기얀자는 채장전캐비티 (Refueling Cavity)가 충수되었을 때 격납용기 외부에서

발생한 냉각수 누출사고 (LOCA)로서 전체 정지운전시 노심손상반도의 69%를 차지한다.

그 다융 기인자로는 채충천캐비티가 충수되였을 때 잔열제꺼 기능상설이다. 이 두

사고경위는 IRWST가 비었고 Feed & Bleed가 이용 가능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2개의 SCS 트레인중 최소의 I개 SCS 트레인이 회복되지 않으변 노심손상이 일어난다.

이 PSA는 기술지침서 및 계기의 개선에 기여하였다. 예를들변 IRWST가 이용가능할때

운전모드 5.61에서 2계의 SIS 트레인이 이용가능하도록 요구하는 기술지 침서의 변경이다.

[2-4]

(꺼 프황스의 청자시 PSA 연구

프랑스의 연구는 원자로 정지시 보론희석(boron dilution)에서 부분충수운천까지 관련

사고경위의 노섬손상빈도의 주요 기인자를 밝혀는데 훗정을 맞추었으며 외부사건은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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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셔는 부분충수운전시 적은 운전여유도와 부적절한 잠시수단에 의해 유발되는

위험도를 제거하기위해서 신속조치사항으로 1988년 이후 프랑스 전발천소에서

수위감사기를 설치와 기술지칩셔 개션을 시작하였다.

(8) NRC 의 Grand Gulf발천소에대한운천청지 PSA

Sandia 국립연구소 (SNL)는 NRC를 위해셔 Grand Gulf 발전소의 저출력/ 정지시의

PSA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2단계로 되어 있다. 첫단계는 보다 자세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는 사고경위를 결정짓는 예비연구(screening study)이며， 두번째단계는

첫단계에셔 결정된 주요 사고경위를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 PSA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사고빈도 분석(Level I)이고 사고확산과결말분석 (Level JlIIIJ)이다.

이 예비연구의 목적은 2 단계분석의 정량화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발전소 운천상태와

초기사건을 큐명하는 것이다. 거의 12007~의 사고경위가 1‘0e-8 또는 그 보다 클 것으로

추정 되 었다. 이 사고경 위들은 잠재적 (potential), 고 (High), 중 (Medium), 저 (Low)

등급으로 분류되며 잠재적이란말은 사건발생후 운전연 조치에 대해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셔 잠재적 고， 중노심손상사고경위는두번째단계 분석후상당허 감소할

것으로예상된다.이예바 연구결과는셔변양식으로NR에 1991년 11월 13일 보고되었다.

전체적으로， Grand Gulf발전소에 대한 처출력/정지시 PSA는 사고완화에 펼요한 운전원

회복조치의 중요성을 지척하였다. 잠재적 고 노섬손상 사고경위가 회복되려면 14시간

이상이 펼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설이다. 또한 많은 잠재적 중 노심손상 사고경위는

적어도 회복하려변 2-2.5 시간이 걸린다. 주요 수행결과는다음과 같다 •

. 1163 사고경위중 약26%가 잠재적 고 노섬손상빈도이다 .

. 1163 사고경위중 약30%가 잠재적 중 노심손상빈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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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초기사건이 주목할 만한 노섬손상을 초래한다 .

. RHR 기능 상실과 특이한 초기사건인 기기공기 (Instrument Air)의 상실이다 .

. 대부분의 잠재적 고 중 노심손상빈도는 져온정지에서부터 핵연료 교체 운전시

까지 사아에서 발생한다.

•고 노섬손상빈도에 속한 사고경위의 약 88%가 개방된 격납건물에서 일어나며 또한 중

노섬손상빈도에 숙한 사고경위의 38%가개방된 격납건물에 관련된다.

(9) NRC 의 Surry발천소에 대한 정지운천 PSA

Brookhaven 국립연구소(BNL)는 NRC를 위해셔 Surry 발전소의 저출력/정지운전 PSA룰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인 접근방법은 Grand Gulf의 경우와 유사하다. 예비 연구결과는

1991년 11월 13일에 서면양식으로 NRC에 보고되었다.

기본적으로 Suπy발전소는 1년에 2번정도 부분충수운전에 들어간다. 이

부분충수운전은 12.4MW의 용괴열을 갖은 상태로 원자로 정지후 1일안에 가능하다. 이

조건하에서 노섬 노출은 원자로 냉각 능력 상섣후 1.5시 간에 발생할 수 있다 .

.소내정전사고 (sao)가 발생후 42 분에 RHR 과압이 일어날 수 있다 .

.정지운전중 보수 이용불능도는 천출력운첸보다 훨씬 크다 .

.저온정지운전중 적용될 기술지청서는 매우적다 .

.RCS 재고량과 보충 (make-up) 요건은 Suπy 발전소의 기술지침서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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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교체 동안에 다중 계통의 동시 보수가 일어날 수도 았다.

냐.주요캘과요약

(1) 청량척캘과요약

앞에셔 언급한 주요 PSA 결과물을 요약하여 표2.1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PSA 결과들의

노심손상빈도가 1.0e-5 과 1.0e-4 사이로 나타나 져출력/정지시 위힘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염을알수있다.

(2) 정생척결콰요약

전체적인 정지운전 위험도 흠변에서. PSA 연구의 가장 심각한 사고의 원인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o. 가압경수형 원자로 (PWR)의 부분충수운천중 발생하는 고장온 다음과갈다.

•운전원의 오류

-륙히 정지냉각기능회복의 적절한조치실패 (특허 부분충수운천)

-절차서 미비

.RHR 정지냉작기능상설

-운전원 오류로인함

-홉입밸브트립

-Res의 과배수로 인한 공동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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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천원 상설

.LOCA

-운천원 오류로인함

-RHR방출밸브의개방고착

-RHR펑프밀봉파손

- 임시 밀봉 (temporary se외) 파손

-부분충수운천중RHR펌프 기능 상설

- 부분충수운전충 RHR 혐프기능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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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 셔 론

부분충수운전시

사고청위분석

잔열제거기능상실

원자력 발전소의 저출력 (low power) I정 지 사 (shutdown) 에는 천출력에서 정상척으로

작동되거나 작동될 계통과는 발전소 구성상태 (configurations) 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정지냉각계통 (잔열제거계통)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딴 그외의 안전계통을

포함한 대기상태계통 ( standby system) 은 대부분 작동될 수 없도록 격리되어 었다.

그리고 저출력/정지시에는 많은 보수작엽이 진행되고있다. 특허 부분충수시에는

원자로냉각채수위가 낮으므로정지냉각계통의 부주의한운천시 잔열제거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부분충수운천시 발생가농성이 가장 높은 잔열제꺼기능

상실사고에 대한 사고경위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부분충수시 잔열제거 기능상실이

잔멸제거펌프의 홉입유량 상실 초기사건애 대한 운전원의 부적절한 판단과 조치에

의해 노심손상까지 초래할 수 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결국 저출력/ 정지시에도

운전원이 발전소상태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운전지면 환경 (설비， 절차셔，기술지침셔 등)의 개션 및 운천보조

시스댐의 개발이 부분충수운전시 위험도를 줄일 수있을것으로 판단펀다.

실제 발생한 저출력/정지시 국내외 경험도 저출력/정지시 PSA를 수행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셔 계획정치 보수중얀 머국 Vogtle 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발천소 안전모션의 소외전원 상설사고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조바상전원인 디첼발전기가비상천원을공급하지 못했다면 정지 냉각기능을상설하여

심각한 노섬손상을 초래할 천초사건 (accident sequence precursor) 이 될 수 있었다. 포한

국내의 발전소도 유사한 설계로 건셜되었으므로 정지시에 위의 경우와 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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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플 내포하고 았다.[2-6] 지금까지 외국의 일부 발전소에 대한 저출력j정지시 PSA

가 수행되었고 포한 수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잘 정비된 방법론은 없다. 그러므로 본

보고셔의 목적은 처출력/정지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인 부분충수운천시

잔열제거기농 상설사고경위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수행될 처출력/정지시 PSA 수행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저출력/정지시 운전환경 및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절차서 [2

7]，기술지첨셔 [2-8]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고자한다.

2. 사고경위왈석

사건분석절차는 그림 2.2'에 나타냈듯야 우션 부분충수운전시에 발천소계통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툴째 부분충수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경위를 분석하고

셰째， 사천수목와 계통구성을 조합하여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논 부분충수시의 발전소 계통구성을 파악하고 부분충수시의 사건경위를

분석하였다. 부분충수시의 계통구성분석은 계통의 운전가능성과 계동간의 의폰성

(dependancy) 파악하고， 이 때의 계통구성이 운전제한조깐， 철차셔， 기술지침서등의

부분충수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어다. 그 다음으로 사고경위분석은 부분충수시

찬열제거기능이 상설되었을 때 어떤 계통이 작동되어야하고 이 요구된 계통이 어느

정도 제기능을 발휘해야하는가 등을 조사하여 사고발생후 필요한 계통의

성공여부에 따른 사고전개를 분석하였다.

가. 부왈충수웅견시 계홍구생

(1) 주요계홍구생

일반적으로 부분충수운천은 특정보수와 관련이 었다. 특 부분충수시에는 낮은

원자로 수위상태에서 보수 (예 ， S/O EC’η가 진행되야야 함과 동시에 잔열제거기능을

잃지 않아야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발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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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제한조건 (LCO) 과 운전절차서는 부분충수시에 발생활 수 있는 사고를 대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나 미국 NRC GL88-17[2-4]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홉한 정이

남아있다. 현재 고리 3，4호기의 경우에 있어서 정지시에 관한 사항으로 운전모드 5

(저온정지) 와 운천모드 6 (핵연료 재장전) 에셔 잔열제거계통의 운천가능성을 확보할

컷을 제시하였으며， 부분충수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계통운전절차서，비정상절차서

및 종합운천절차셔들이 GL8S-I7의 선속조치 및 단계적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올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분충수운전과 관련된 계통구성에 대한 가정사항은

다음과칼다.

증기발생기가 야용불가능하다.

2개의 잔열제거계통어 운전가능 해야하며 또한 찬열제거계통의 냉각기능 상설이나

냉각재상실이 얼어났을 때 충천혐프를 포함한 27» 이상의 냉각재 보충유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천원제거로 언하여 SIT 를 고려하지 않는다.

인간오류확률은 고장발생후 특정시간내에 운천원조치가 가능한가를 분석한다.

부분충수 운전시에는 여러 주요계동상태가 정상운전시와 다르다.

(2) 계통구생 장호의존생훌석

부분충수운전사에는 정상운천시에 lJl 해 발천소 구성상태가 매우 다르고， 밥전소

내에서 많은 작업이 진행되므로 사고경위를 분석하려면 계통간의 연관성의 조사가

중요하다. 주요계통의 아용불능은 단지 그 계통의 고장 뽑 만 아니라 그 계통이

서로 연관된 계통 포는 부품에의한 고장에 의혜셔 발생될 수 았다. 이 연관성은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y) 또는 공통성 (commonality) 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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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충수운전시에도 정상운전시에 작용하는 운전조건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일반적얀

것은 정상운전시와 동등한 연관성을 갖는다. 부분충수운전시 고려된 상호의존성은

크게 다음과 같다.

. 한 계통은 다른 계통에 의해 의존된다. 즉， 천기나 제어공기계통이 다룬 계통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다.

한 계통은 다른 계통을 작동시킨다. 즉· RWST의 저수위로 인한 저압얀천주입

흡입배관의 변경 등을 고려할 수있다.

한 계통은 다른계통의 기능을 보조해야한다. 즉， 기기냉각계동이 정지냉각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또한공통성은 어떤 계통이 다른 계통의 일부 천체가 되거나 또는 두 계통이 어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이다. 예를틀변， 부분충수시에도 정상운전시와 같이

LPSI 와 매SI가 안전주업이라는 가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으며， 강은 배관 및

부품을 공유한다. 또한 eves를 통한 냉각수보충도 안전주업의 일부 부품을 공유할

수 있다. 특허 부분충수운전시 천기계통과 기기냉각계통은 상호의존성에서 충요시

되는 계통이기 때문에 운천원이 계통보수 빚 운전을 수행 할 때 항상 주의해야할

계통이다.

냐. 사건수목채발

그림 2-3는 ”부분충수운천시 잔열제거기능상실”에 대한 사고경위를 설명하고있다.

발천소 운천경험과 기 수행된 져출력/정지시 PSA결과로 알 수 있듯이 잔열제거기능

상실은 원자로 냉감재의 산속한 버등을 초래하므로 기술지칭셔와 운전권고사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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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3 호기의 경우 원자로정지후 5일이 경과하면 냉각수가 포화온도까지

도달하는테 약 18분 정도 컬련다. 그후 냉각수가 증발하여 원자로심 상부까지 감소할

때까지 약 72분이 소요된다.

원자로정지후 평균 5일후 봉괴열이 10MWt 발생시캔다고 가정하면

잔열제거기능상설사건을완화시키기 위해셔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만족되어야 한다.

저압얀천주입시 : 1 개 LPSI 트레인 및 채장천수처장탱크 (RWS'까

고압안전주입시 : 1개 매SI 트레인 빚 재장전수처장탱크

cvcs주입시 : I개 Charging트레인 및 봉산처장탱크 (BASn

재순환(recire비ation) 시 : 1개 LPS} 트레인 및 재장전수 저장탱크

그리고 각 사건 수목분석에서 각 기능을 수행하는 각 계통은 보조계통 또는 다른

계통과 연관되어 었다. 부분충수운전시 각 계통의폰성은 고장수복에서 자셰허

모웰링되어 분석되는데 중요한 의존성은 천기계통， 기기냉각계통， 기기제어계통등에

의해 나타난다. 다음의 각철은 사건수복상의 각 항목을 표현하고 있다.

• 잔열체거가능 상실 (Loss of RHR )

부분충수사 잔열제거가능 상설사고의 초기사건빈도는 외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0.0471변으로 적지않다. 이 번도는 부분충수시 잔열제거기능

냉각재상설사고 빈도툴 포함한다.

• 웅천현의 냉각재수워 첨캠 (Operator Checks Coola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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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단 잔열제거기능야 상실되면 운전원은 두번째 RHR계통을 가동시키기 전에

냉각수위를 파악하여 수위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냉각수를

보충시켜야한다. 운천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셔는 잔열제거계통을 사용하여

RWSl에 배관을 정멸하여 냉각수를 원자로에 주입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수위지시계가 특정조건에셔는 오지시할 확률이 높은것으로 나타냥으로 운천원의

오류를 유발시 킬 가능성이 높다.

• 운천원의 잔열쩨거계흉 기풍 (Operator Starts Second DHR Train)

만약 운전원이 첫째 RHR 트레인을 기동시킬 수 없으면 , 두번째 트레언을 기동시격야

한다. 이것은 운천원의 기동설패와 기계적고장을 포함한다. 발천소의 설계에 따라셔

격납용기 살수계통이 RHR계통을 대선할 수있다. RHR계통은 다충트레인이

이용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때문에 만약 이와같이 원래 트레인이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곧 두번째 계통을 가용시키도록 되어있지만 고장난 계통올 채기동하지는

않는다.

• 운천원 회복죠치 (Operator Restores DHR Train)

잔열제거기능상설원인은 주로 기계적인 고장과 운천원오류로 구성되는데 기계척

고장은 제한된 짧은시간 내에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운천원회북조치란 위의 경우를제외한 경미한고장인경우에 운천원 수동작동에 의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운전원은 기기냉각 경보관련 유량계 및

온도계，펌프의 흡입 빛 배출유량계， 펌프보터 전류지시계등를 이용하여 잔열제거기능

상설원언을 알 수 있다. 운전원은 잔열제거계통운전 절차셔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규정된 시간내에 제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 안천주업계롱을 이용환 충수(Feed & Bleed with 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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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은 이용가능한 비상디젤발전기와 함께 두개의 안전주업계동을 이용할 수 있다.

두개충 한개의 펌프는 충분한 유량플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 냉각째계통이

배기 (vent) 빚 bleed 되어야하기 때문에 보통 압력방출밸브 (PORV) 포는 안전감압앨브

(SO씨등이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통 부분충수운전중에는 가압기 밴뼈아가

제거되어 원자로계통이 열력있으므로특별허 Bleed을 위한 조치률할 필요가 없다.

• eves률 이용한 총수 (Feed Using eVeS)

안전주입계통의 보완수단으로 한개의 충천챔프 이용한 eves계통을 이용한 냉각수

주업 이 가능하며 또는 봉산수 보충펌 프충 한개를 사용하변 48 ，α)() gal (2x24，α)(» 인

봉산저장탱크 (boric acid storage t뻐ks) 로부터 냉각수를 현자로계통에 주입하여 장사간

증발되어 소모되는 냉각수를 보충할수있다.

다. 사고경위 훌석결과

위에셔 보듯이 부분충수운전시 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의 계통은 운천원에 의혜셔

수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찬열제거 기능상설후 진행되는 사고전개중 심각한

원자로섬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사고발생후 운천원이

원자로냉각재수위의 확인실패 대기충인 RHR 계통의 기동실때 운전면의 RHR

회복조치실패， 얀천주입계통을 통한 보충수공급실패， 그리고 보완수단으로 eves를

통한 보충수공급 실패로 진행되는 사고경위이다. 또한 위와갑은 경로에서 원자로

수위가 확인되었을 지라도 운천원의 후속조치가 설패하면 위와 칼은 위혐성을

초래할수있다.

결국， 현재 시행되는 보수작업시에는 발전소 계통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 동시에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운전에 필요한 계기가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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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가 때문에 위의 겸과에서 알 수있듯이 부분충수운전시에 냉각수의

보충실패로인한 냉각수의 버등으로 방사션누출과 원자로심의 손상을 초래할수 있다.

3. 결론

결국 기폰의 발전소안천성은 단지 발전소가 정지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 분석에서 보풋이 발전소는 정지중에도 충분허 안전성을 위협할

수있는 잠재성을 내포하는 것을 알수 있다. 사고경위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반적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o. 운전원의 작동실패가 노섬흔상으로 가는 사고경위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인간오류는 기기고장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노심손상으로 갈 확률 매우 높다.

o. 보수시 주요계통을 감시할수 있는 적절한 감시 (Monitoring )시스탬이 있어야

한다. 특허 전기계통과 관련된 주요안천계통의 종숙성을 정확하계 파악해야한다.

보수를 트레인별로하여 보수와 관련된 보조계통 포는 안전계통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o. 보수로인한 계통이용볼능도는발천소경험에바탕을 두고계산되어야한다. 정지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타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해야한다.

o. 운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유시간등을 고려할 수있는

잔열제거기능 상설에 따른 정확한 열수력분석이 필요하다.

o. 보수작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운챈지원시스탱이 훨요하다.

o. 안천계통의 보수작엽과 관련하여 다음과 찰은 기술지칩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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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모든작업은 작업사이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보수중 가능한한 다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수작업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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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진위휠도 분석방법 비교분석



제 3 장 AI진위험도 분석방법 비교뿔석

제 1 절 개요

외부사건이란 정상 및 버정상 운전시에 사용되는 계통의 기능상실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일 때， 그 사건을 외부사건이라 한다. 예를 들변， CCWS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의 파단이 일어날 경우 CCWS 파단 사고 자체는 내부사건이지만파단으로 인해

다른 기기들이 침수되어 기능을 상설하게 되는 것은 외부사건으로간주된다.

외부사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때 얼반적으로 지진 화재 태풍 홍수 등의 사건을

고려한다. 이외에도 발전소의 위치에 따라 버행기의 추락 사고나 폭설 등이 고려될 수도

었다. 표 3-1 에 현재 미국 원천의 외부사건 분석시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외부사건

목록을 정리하였다. 이틀 외부사건의 특정은 초기사건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킬 뿔만

아니라 여러 부품의 안전기능을 동시에 상설 시킬 수 있는 장재성을 가진다는데 였다.

그러므로 이들 외부사건은 지역에 따라 노섬 손상에 큰 영향을 주는 잠재성울 가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외국에서는 외부사건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허 수행되어 왔다.

외부사건 분석요건으로는 다융과 같은 것틀이 었다.

• NUREG-I407, "Procedure and Submittal Guidance for IPEEE", (1991. 6) [3-1]

• KINS，"충대사고 대책(안)". (1 991. 8) [3-2]

• GL 88-20, Suppl. 4, "IPE for Severe Accident Vulnerability", (1991. 4) [3-3]

• NUREG-1335, "WE Submittal Guidance", (1989. 8) [3-4]

지진，화재，태풍그리고 홍수등의 외부사건은미국이나일본，대만 둥지에서 이미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고리 3.4호기와 영광 1, 2호기에 대한

외부사건 분석을 수행한 경험을 까지고 있지만 현재 외부사건 분석기술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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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 외부사건 분석이 국내의 신규 발전소나 가동충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수행될 예정이므로 국내의 특성에 맞는 와부사건 분석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외부사건 분석방법 개발에 앞서， 첫째로 타

확률론적안전성평가에서 수행한 외부사건 분석방법을 조사하고 위에 언급한 외부사건

분석 요건에 부합하는 분석방법을 조사하고 둘째로 기존의 외부사건 분석방법의

문제점을파악하여 향후외부사건 분석방볍의 개발방향을제시하도룩한다.

우션，본 연구의 I단계로지친에 대한 연구룰 수행할 것이다. 지진은 사고륜 완화시키도록

다충성을 준 부품들의 사용을 동시에 불가능하게 하는 잠재성을 가칠 뿔만 아니라，

사고의 초기사건 (initiating event)이 될 수도 었다. 또 불확설성을 많이 내재하고 있기도

하므로신충하게 분석해야할훨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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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12 철 지진위험도분석 방법론및 철차

외부사건에 대한 체계척 얀천성 점검 요건 [3-3] 및 그 분석 지침인 IPEEE'에서 제시하는

지진에 대한 2가지 분석 방법으로는 지 진 PSA 방법 (seismic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 SPSA)과 지 잔여유도 분석방법 (seismic margins methodologies; SMM) (3-6]이

있다. SPSA'에는 Zion 방법과 SSMRP방법이 있고， SMM은다시 NRCS빼4 기법과 EPRI

SMM기볍이 었다.

SPSA절차는 NUREG/CR-2300 [3-7] , NUREG/CR-2815 [3-8] , NUREG/CR-4840 [3-9]에

설명되어 있다. SMM절차는 NUREG/CR-4334 [3-10] , NUREG/CR-4482 [3-11] ,

NUREG/CR-5076 [3-12] , EPRI-NP-6041 [13]를 참고하면 된 다. 이 두 방법을 간단허

비교해 보면 표 3-2 와 같다.

1. 지진위혐도 활석방볍의 바교

SPSA 기법은 지진재해도 분석 및 지진취약도 분석 결과와 발전소 모옐령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 대상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에 의한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내부사건 분석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지전에 의한 주요 사고경위를 알 수 있고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할 수 있으며 민감도 분석을 통해 지진에 의한 취약점을 파악하여

설버 및 절차셔 개션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SMM기법은 선별분석 과정으로 대상 발전소에 일정 크기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기 및 구조풀이 내진

능력을 가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하지 않는다.

SMM방법을 수행하려 면 분석 수준지 진 (review level earthquake; RLE)을 선정하고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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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조물을 선정하여 발천소 답사 빚 일반 취약도 데이터률 이용해 분석이 필요한

기가를 션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RLE는 각 발전소 부지에 적당한 값을 션정해야 한다.

SPSA 방법과 SMM 방법의 접근 방식에 대한 버교가 표 3-3 에 있다.

2. 지진에의한위험도왈씩범위

지진활동이 예견되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예상되는

지진의 최대 강도를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운전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발생으로 인한 손상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셔는 지진의 강도 뿔만 아니라

부지 및 구조물의 특성 ,영향을 받는 부품의 강도 등을 일관성 있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지진에 대한 설계 요구 사항이 기록된 참고 복록을 표 3-융} 표 3-5 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표 3-6 은내전설계 요구 조건에 따륜 분류를 나타낸다.

지진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는 내부사건 분석의 경우와 갈이 다음의 3단계로

분류할수있다.

1단계 :노섬 손상빈도펑가

• 2단계 :방사능 누출빈도 펑가

• 3단계:환경에미치는영향평가

그려고 지진에 의한 위험도 분석의 기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부지의지진재해도평가

• 발전소계통과구조물의응답평가

• 부품의 취약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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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계통과사고경위명가

영향 평가 (consequence)

위에 열거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립 3-1 과 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단계 확률론척 안천성평가인 지진에 의한 노심손상번도 분석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SPSA방법론에 기초를 두고 수행하였다. 지진에 대한

1단계 PSA를 수행하는 절차는 그림 3-2와 같다.

원자력 발전소 주위에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친이 노심손상에 미치는 위협도를

확률론적 으로 평가하는 SPSA방법으로는 Zion 방법 [3-14]과 SSMRP (seismic safety

margins reserch program) [3-15] 방법이 었다. Zion과 SSMRP방법에 대한 비교가 표 3-7

에었다.

SMM방법에는 NRC의 SMM방법과 EPRI 의 SMM방법이 었다. NRC S뻐!방법은

고장수목/ 사건수목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계롱을 분석하고 Boolean algebra 및 확률

조합을 통해 발전소의 HCLPF (high confidence and low probability of failure) 값을

계산한다. 이에 반해 , EPRI SMM방볍은 여유도 지 진 (seismic margin earthquake; SME)

발생이후의 성공경로로계통운전모드를제시한다.

이때 성공경로상의 각 요소에 대한 내진 능력을 결정론적 방법으로 평가하므로 주어진

성공경로의 내진능력은 단순히 그 경로상의 가장 약한 요소의 내진능력이 된다.

성공경로의 사용은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사할 수 았다. 또한 이 방법은 얀천정지에

필요한보다적은성공경로반을검토하므로분석해야할기기틀의수가적다.

지진이 노섬 손상에 미치는 위험도률 확률론적으로 명가하는 일반적인 절차 (그림 3-2)와

SMM기법의 분석절차는다음과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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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SA 분석 절차

• 필요자료수집

• 분석 목적과 분석 범위 결정

• 발전소친숙화

• 지진재해도분석

• 사건 수목구성

• 고장수목구성

• 발전소계통몇 구조물의 응밥분석

• 지진에 대한 부품 취약도 분석

• 사고경위와노섬 손상빈도분석

• 민감도분석

2)SMM 분석 절차

• RLE (Review Level Earthquake) 선정 (지 진지 체구조특성을 고려하여 션정 )

• 분석 대상계통/기기 선정

• 분석 대상 계통 /기기에 대한 발전소 walkdown 수행

• 얼반데이터 및 walkdown 결과에 근거한 션별

• 분석이 펼요한기기에대한취약도평가

• 사건수목/고장수목분석 (NRC) 또는성공경로분석 (EPRI) 수행

• 필요시 셜계 개선얀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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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진 PSA (SPSA) 분젝 절차

1. 자료수접

지진으로 인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셔는 발전소 설계 자료 지역적언 지진학

자료， 실험 자료 등을 수집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자료로는 자셰한 발전소 설계 자료뿔만

아니라 얼반적인 자료도필요하다. 수집해야할자료는아래와감다.

1) 발천소 상세설계 자료

• 구조물과 부품의 위치， 구조뿔 구성 요소의 크기를 포함하는 발천소 계통 설명

자료，즉， 일반적인 배치도， 구조물 도변， 배관도면， 전기 도변과부품 도변

• 설계기준과적용코드

• 발천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짐학적 특생에 대한 설명 부분을 포함한 안천성 평가

보고셔

• 재료의 강도실험 보고서 (예를 틀변， concrete-cylinder 실혐 자료. steel mill

certificates 등)

• 부지 특정 부품， 증기 발생 계통과 공학적 안전 셜버 계동에 대한 셜계 보고서

• 부품의 지진에 대한 셜계 설명셔

• 지 진 응답 분석에 대혜 구조물과 부계통 모웰을 포함하는 응력보고서 (stress repon)

• 가능할 경 우， 부품에 대한 SQRT (seismic qualification review team)보고서

2) 일반자료

• High seismic zone qualification 보고서

• 밸브틀의 지 진에 대한 수용 능력 (seismic capacity)

• Shock-test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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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al 보고셔

• 내부사건에대한 PSA 보고서

2. 활석 목척과 범위 결청

발전소를 설계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진으로 인한 위험도

분석이 펼요하다. 그리하여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 빈도를 계산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사고 확률을 출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범위는저진 위험도분석의 목적에따라달라진다.

3. 발천소친숙화

자세한분석을시작하기천에대상발천소의설계 운전 보수등에관한정보를파악해야

한다. 초기사건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를 분석해 내기 위해셔는 계통 설계 자료， 강도

보고셔， 설계 도변과 발전소의 실제 상태 도변 등을 통해 발전소 상태를 파악한다. 특허，

설계 도변과 다른 발전소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탑사가 필요하다.

발전소 답사시 숙지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틀은 표 3-10 과 같다.

4. 지잔재해도활적

지전재해도는 륙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최대지반진동값 (ground-motion

paramεrer peak value ) 의 연발생빈도분포다. 지전채해도 펑가률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지전 맺 지질학적 륙성， 활성단층 (active fault) 관련 자료， 역사지진 자료 등이 펼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필요로하는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반척으로 원자로 반경

약 320Km 이내의 역사지진의 진도 및 연발생빈도 뿔만 아니라 계기지진의 규모 맞

연발생빈도와 지진 및 지칠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진채해도률 펑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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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해도 평가 결과는 장차 발생할 지진의 발생빈도를 최대지반가속도 (peak ground

acceleration; POA) 함수로 나타낸다. 이 결과로 얻어진 함수관계가지잔재해도 곡션이다.

(그림 3-3 )

1) 지진재해도분석 절차

지진재해도 분석에 필요한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고， 그 분석 절차를 간단허 도식화하면

그림 3-4 와 같다.

• 지진원 관련 요소

- 지 진활동 맺 단층에 관련된 지 체구조구 (fault, seismotectonic province) 특성조사

-역사지진 진도 및 계기지진 규모 분포와 발생빈도

• 중간매질의 지진파전달특성

• 강지 진동 감쇠 (attenuation) 특성

• 지진원 및 지진파감쇠 특성을이용한최대 잠재 지진값의 연발생빈도계산

2) 지진재해도모댈

지진 현상은 지질 특성 및 지각 구조의 변형 단층변위의 변위량 및 변위 방향，

진캉으로부터의 방위착 등 변수가 많은 복잡한 현상이다. 진앙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까지의 지진파 천달은 지진규모， 친앙거리， 천원심도 (foe외 depth), 지절학적

특성， 단층변 변위 특성， 지진파의 특성 (p-wave 혹은 S-wave) 등과 관련이 었다.

지반운동 특성은 최대지반가속도 (POA), 최대지반속도 (POV), 최대지반변위 (PGD) 및

지 반진동의 지 속시간 (duration) 등과 감은 인차로 표현 가능하다. 이와 갈이 많은 변수륨

이용하여 지진 재해도 모탤을 만드는데 그 분석 절차률 간단하 도식화하면 그렴 3-5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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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지진의 전달은일반적으로지진의 크기， 친앙의 강도，거리 지역，토양종류와같이

감쇠관계식과 관계 있는 중요 변수로 표현한다.

3)재해도해석 모탤 인자

원자력발전소 부지의 지진재해도 모댈을 결정 짓는 인자는 지진원， 지진활동도，

재래주기식，지진원 및 발천소 부지 사이의 지반운동 감쇠，최대잠재지진 큐모 및 진도에

관계된다. 부지에 대한 지진재해도 분석시에는 이들 모텔 인자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고려해야한다.

(1)지진원

지진 재해도 모텔에서 사용하는 전원의 형태로는 션 진원， 변 진원， 점 진현의 셰까지

형태가었다.하지만수치 계산시에 션 친원과변 진원은여러 개의 점 진원으로계산한다.

발전소 부지 주위의 친원은 과거에 발생했던 지친의 전앙 위치 연구와 지짐학상의 특징

등으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재해도 해석 포텔에서 어떤 진원올 재해도 평가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지진 활동도， 최대 큐모 또는 MM 진도 (modified Mercalli intensity),

부져까지의 진앙거리 등의 지진 재해도 인자를 고려한다.

(2) 지진활동도

임의의 전원에 의한 지진의 연명균 발생용은 그 진왼의 지진활동도로 알 수 있다. 이

비율은 그 지진원의 역사지진활동도 (historical seismicity)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온 미소지진 (m < 3.0)이나 진앙지에셔의 진도가 작은 지진 (MM

친도 <V)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으므로 지진활동도를 계산할 경우 이틀을

고려하지 않는다. (low-boun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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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래주기 식 (Recurrence Relation)

진원의 지진활동도는 진원의 강도와 무관하게 지진이 발생하는 평균수이다.진도에 따른

치 진의 분포논 재래주기 식 (Gutenberg and Richter, 1942)에 따른다.

logtON =ao -bOmj

이 식에서 N은 주어진 기간 동안에 임의의 지진 진도가 mi보다 크거나 갈은 지진의

수이다.

(4) 지진규모 및 최대 전도

평가된 재래주가식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진큐모에 대해서도 유한한 연초과

발생빈도값이 주어져 있으나지철학자툴은임의 지진원으로부터 발생가능한지진규모는

물리적으로 극한값여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를 최대잠재지진이라고

한다. 역사지진기록과 주어진 단층을 잘 관련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해당 지진원의 최대 잠채 지진값을 구한다.

(5) 감쇠 관계식

감쇠란 진앙으로부터 일정거리를 갖는 지점에서 지반 진동의 강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진동의 감쇠는 지역에 따른 지철학적 성켈에 따라 변한다. 일반척인 감죄 관계식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ln(PGA) =C1 + C2mi + C3 In(fj) + C4 딘

참고로 표 3-11 에 만산 8RA [3-16]와 고리 3,4 8RA [3-17]분석시 사용한 감쇠 관계식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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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설성 분석

지진재해도 분석 결과가 평균 감쇠 함수와 이 함수에 대한 분산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지진재해도 곡션을 만들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재해도 팍션군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기 개발된 지진재해도분석 코드

- SRA (seismic risk analysis), C.A.Comell (t 975)

- EQRISK, McGuire (1976)

- FRISK, McGuire (1978)

- Seismic Risk Analysis Program, C. P.Mortgat (1978)

- HAZARD, LLNL (1980)

- SHEAT, Japan

5. 샤건수목구생

지진에 대한 사컨수목으로는 내부 사건수목을 사용하는데，지진으로 인한 계동의 구조물

고장을 포항하도록 수정해서 사용한다. 사건 수목은 크게 냉각재 상실사고와

과도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도 현상은 두 까지 유형을 고려하는데，

전력변환 계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전력변환 계통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분리할

수 있다. 원자로 용기의 파단사고 몇 대형 냉각재 상설사고의 발생 빈도는 원자로 냉각

계통 부품의 고장 확률로 구한다.

6. 고장수목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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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목은 내부사건 분석시 구성펀 컷에 지진 고장모드를 가지는 기본사건을 포함시격

사용한다. 지진에 의한 외부사건과 내부사건 사이의 주된 차이점은 고장 수목을

정량화하는 데 었다. 지진에 의한 외부사건의 고장수목에서 각 부품에 대혜 계산펀

고장빈도는 지진으로 인한 취약도와 관련된 고장빈도 그리고 부품의 업의의 불이용도를

모두 포함한다. 각 고장수목은 최소 단절군 (minimal cutset)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계통 고장빈도 계산시에는 응답와 내력 (capacity)의 joint frequency툴 고려해야 한다.

7. 발전소 계통 맺 구죠물의 웅답 폴색

중요한 부품과 안전계통의 고장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부품에

전해지는 PGA뿔 아니라 부품의 고장올 얼으키는 부하， 즉 응탑를 측정해야 한다. 응답

측정시는 일반적으로 설계분석자료를 이용한다. 자셰한 응답 분석이 필요할 경우는

설계도면과 설제 발전소 상태를 조사하여 주요 구조물의 분석모댈을 만든다. 응답 분석

결과는 주요 부품과 부품 응답 사이의 공분산(covariance)의 최대 응탑 (즉 moment,

stress, defonnation) 빈도 밀도함수로 표현한다. 용탑 분석 방법으로는 다옵의 셰 종류가

있다. 차셰한 것은 지진위험도분석 기술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 수치 컴퓨터 모탤링 (numerical computer modeling)

• 설계 비 교 계산 (scaling of design calculation)

• NUREG-1150 [3-18]의 용탑 계산

1) 거 개발펀 응답계산코드

• SMACS (sei‘mic methodology analysis chain with statistics), SSMRP

- REARE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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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전에 대한부품취약도롤석

부품고장은 운전기능의 상설이나 압력경계의 상설울 의미한다. 취약도는 주어진 부하

수준에 따른 축적분포합수의 형태를 가잔다. 부하는 부품과 고장 모드에 따라 국부적얀

스팩트럼의 가속도와 운동량으로 표시한다. 사고경위 평가시 지진에 의해 공통원인적인

성격을 역는 고장의 영향을 정확허 분석하기 위해 응답와 관련시켜서 취약도를 계산한다.

취약도 개발에 필요한 분석시간과 분석 비용을 줄여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옴의

절차에따른다.

• 위험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경위와 부품을 션별 {부품의 션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HCLPF값을 이용한다.)

• 최종 위혐도 값에 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취약도 자료

사용

• 중요 부품에 대한 부지.특정 취약도 개발

거 개발된 취약도 데이터 베이스로는 SSMRP의 일반 취약도 데이터 베이스 (표 3-12)와

LLNL의 부지-특정 취약도 데이터 베이스가 있다. 취약도 구성을 위한 부품의 항목과

범주가 표 3-13 에 정려되어 았다.

1) 취약도모텔

구조물이나 부품에 대한 취약도를 부품 강도의 중앙치 가속도 Am과 2개의 임의성 변수의

최적펑가치로나타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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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m ER EU

여기서， £R과 £U는 각각 중앙값 (median) 1을 갖는 임의 불확실도와 체계척 불확설도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 모멜에셔 £R과 EU는 대수표준펀차 ~R과 ~u를 가진

대수정큐분포라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취약도 곡선군 (그림 3·6) 개발에 용이하다.

취약도 곡선군은 취약도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은 발전소 계통의

고장수목과 사고경위 분석의 정량화에서 주어진 지반 가속도에 대한 조건부 고장빈도

범위 표현에 펄요하다.

취약도 매깨변수 평가에서는 얀천계수 F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펀리하다. 설계시에

정의된 SSE 수준 A 보다 높은 최고지작가속도 수준에셔 F는 다음과 강다.

A= F* ASSE

F= A I ASSE = {요소의 실제 지진내력 }/{SSE'에 의한 설제응답}

= {실제 내력 } I{계산된 내력 } • {계산된 내력 } I {SSE에 의한 설계응답} * {SSE'에 의한

설계응답}/ {SSE'에 의한 실제응답}

즉,

F = {실제내력 } I {SSE'에 의한 셜계응답} * {SSE에 의한 설계응답} I {SSE에 의한

실제응답}

F = FC * FRS

여기셔，

FC =내력계수

FRS= 구조용탑계수

2) 기 캐발된 취약도 분석코드

• SEISIM, SSMRP

• PROD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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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고경위 몇 노심 손상 변도 불석

지진으로 언한 총 노섬 손상 빈도는 노섬 손상을 유발하는 모든 사고경위 반도의 합이다.

정량화 과정에셔 조건부 사고경위 확률은 여러 개의 PGA'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진

재해도 곡션을 따라 적분하여 전체 사고경위 확률을 구한다.

1)사고경위 선별

사고경위 결정과 정량화를 위해셔는 여러 번의 션별을 거쳐야 한다. 첫쩨 단계에서，

지진으로 인한 고장에 션별된 값을 넣어 계산한 평균점 평가치를 사용해서 계통의

고장수목을 푼다. 명균점 평가치 지진 션별값은 보수적인 값으로 부품의 지진으로 인한

고장확률을 3SSE 정도에서 계산한다. (야 단계는 취약도 분석 완성 천에 수행되므로

대부분의 부품에 대해서 일반적인 취약도 값을 사용한다. 다만 초기의 발전소 현장 답사

결과，위험도에 있어셔 충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과 부품의 고장확률은 I로 한다.) 이

션별 값을 임의 고장확률에 더하여 그 합을 수치 선별과정에 사용한다. 이 션별과정에셔

단절군의 수치 뿔만 아니라 그 단절군에 속하는 부품의 고장확률 최소값이 절삭기준보다

클 경우， 그 단절군은 남게 된다. 이러한 이중 기푼의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반운동으로 인해 칼은 단철군에셔 큰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 결과로

안천계통과 부계통의 고장모드를 표현하는 Boolean식을 얻는다.

둘째 단계에셔는 사고경위 구성을 위해 계동의 Boolean~ 을 조합한다. 이 단계에서는

단절군의 갯수 뿔만 아나라 확률값을 고려하여 철단한다. 이 단계의 결과는 사고경위를

묘사하는 Boolean식의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유추된 각 사고경위는 필요로 하는

안전계통의 성공 또는 고장사건야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 사건군의 조합을 구성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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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통의 고장은 최소 단절군으로 표현할 수 있고 최소 단철군은 안천계통의

고장원인이 될 부품 솜상군이다. 이렇게 얻어진 사고경위는 다읍형태의 Boolean삭으로

나타낼 수 있다.

ACCj = I턴 [CIC2C3 or C4C5 or ... or C1CjCk]

여기서， IEj 는 초기사상이고， Ci는 기본사상이다.

2) 사고경위 정량화

사고경위 정량화를 위해서는 각 단절군의 확률 값을 구하고， 이를 더하여 사고경위

빈도를 구한다. 사고경위 확률은다음 식을이용해서 계산한다.

P(ACC) =1 - n [1 - P(cutset j)]

이들 사고경위는 기본사상 고장확률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PGA합수이다. 따라서 각

사고경위 빈도는다음 식으로 재해도곡션을따라 적분해셔 얻는다.

ACCj = I P(ACCj' a) μq(a) d(a)

여기셔，

P(ACCj, a) = PGA, a 의 함수로서 조건부 사고경위 빈도

feq(a) =재해도곡션에대한확률분포함수

이 계산을 위혜셔는 O.05g 정도의 PGA 하한값올 해하는 것이 적당하고， 상한은 계산된

재해도 명가에 수렴하도록 한다.

3) 기 개발펀 청량화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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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SIM. SSMRP

- SECOM. Japan

- SEISMIC. NUS

10. 민강도불석

민감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균점 평가 계산을 수행한다. 민감도 연구 수행사는

전체적언 평균 노심 손상 빈도에 대한 기본사상의 충요도를 다루는 민감도 연구와

재해도 곡선 불확실성에 관련된 중요도를 다루는 민감도 연구가 필요하다.

기본사상의 중요성은 각 부품에 대한 위험도 감소가치 (꺼sk reduction worth)률 평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각 부품의 고장확률을 0로 활당하고 평균 노심 손상 빈도를 다시

계산하변 된다. 이것은 부품을 강하계 하기 위한 임의의 기기를 개션하는데 대한

비용효과의 평가수단이 된다.

불확실성 충요도 연구는 각 재해도 응탑， 취약도에 대해 체계성 불확실도룰 0으로

할당하고 사고경위빈도 분포에서의 변화와 노심손상 빈도를 결정하기 위해 Monte Carlo

불확실성 분석을 재평가하여 이루어진다. 확률분포의 불확실도는 error factor로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두가지 민감도 분석의 형태는 NUREG-1150의 Surry와

Peach Bottom발전소의 지친에 대한 확률론적얀전성평가 보고서를창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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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4 절 지진여유도분석방법 (SMM)의분석절차

1. 활싹수준지진 (RLE) 션정

SMM 방볍을 적용하기 위해셔는 RLE (review level earthquake) 릅 션정해야한다. RLE는

분석대상 원자력발전소를 안천하게 정지시키고 이를 유지해야하는 지진부하이다.

RLE는 역사 지진， 지질학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설계기준

지진보다 더 높게 션정된다. 또한 RLE는 부지에셔 예견되는 높은 수푼의 지진 특성을

반영해야한다‘

NUREG-1407에 따르변 각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한 RLE를 지진채해도 분석 결과와

셜계 기준 지진에 근거하여 션정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지진재혜도 분석아

최대지반가속도에 대해 수행된 젓과는 달리 RLE는 부지의 반응 스펙트라와

최대지반가속도를 모두 고려하여 션정한다.

2. 지찬여유도 (SME) 활섹

지진여유도 분석에셔는 성공경로에 있는 구조물 계동 및 기기의 최대 내진능력을

제시한다. RLE를 선정한 후 84%의 버초과확률 스펙트라 증폭인자 (spectral

amplification factor)를 사용하여 션정된 RLE에 대한 SME 스펙트럼을 만든 후 일련의

적절한 지반운동 시간이력을 션정된 최대지반가속도에 대해 정규화하고 각각의

고유주기에 대하여 spectral ordinats의 분포를 검토하여 중앙값을 결장한다. 그 결과

얻어진 반응스펙트럼을 SMM 수행에 있어셔의 SME로사용한다.

3. 생공경로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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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지진 발생충이거나 발생 후에 원자로흘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펼요한 기가들이 충분한 안전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성공경로는 펼수척인

안전기능을 수행하고 발전소를 안정된 상태로 만틀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절차상

팔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경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만 필요하지만 분석을 위해서는 엘반적으로 몇가지의 성공경로를 고려한다. 이러한

성공경로룹 션정하기 위해셔는 지친에 의해 발생가능한 초기사건들을 파악해야한다.

4. 생농기준절갱

지진여유도 분석을 위해서는 성공경로에 었는 각 기기에 대해 성능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런 기준 셜정을 위해셔는 관련된 각 기기에 대해 설계시 적용되는 규격 및 표준，

각 구조물 빛 기기의 구성 물젤과 요구되는 기능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

5. 발천소탑샤

발전소 탑사는 지진여유도 분석 수행 과정에셔 필요하다. 첫번째 발전소 답사의 목적은

우션성공정로와 대체성공경로를 션정하는데 었다. 이 과정에서 5MB에 대한 내진성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비경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가기나 경로는 제거한다.

우선성공경로로 션정되는 경로는 발전소 운전원틀이 훈련이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경로들이다. 성공경로는 보통 2개 또는 3개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너무 적윤

경로를 선정하면 분석시 몇번의 반복이 요구되고 경계에 있는 지기를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 너무 많은 성공경로를 설정하면 지진여유도 분석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우션 성공경로와 대체 성공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첫번째 발천소 답사시의 파악 대상은 주로 발전소의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 요한 계기들로 , 감지기 (sensors), 천송기 (transmitters), 계전기 (relays) 빛

기타 계측기 등이다. 두번쩨 발전소 탑사시에는 적절한 경험과 판단으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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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을 가진 기기를 미리 션별하고 기기들의 고장모드를 파악하며 지진에 의한

계통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6. 지진여유도팽가

선별되지 않은 계통 구조물 및 기기에 대해서는 지진여유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설계에 적용환 규격 및 표준을 적절히 분석하여 내재하는 보수성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보수성은 부하의 결합에 따른 규칙 반응분석 계수틀 벼탄성 거동 및 에너지

분산등에셔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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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5 절 연구결과 몇 고찰

IPEEB에서 제시하는 지진 분석방법을 조사하고 그 이외에 기 개발된 타 지진 분석

방법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진 분석 자립울 위한 기초를

확립하였다. 여러 분석 방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방볍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로，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진 분석시에 펼요한 보다 신뢰성있는 지진재해도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지전재해도 개발시에는 신뢰성 있는 지진원 입력자료， 지진파 전달

특성 (감쇠 특성)， 부지 자체의 지진파 천달 특성 등 지진관련 압력자료 전반에 관한

적절한 모탤이 요구펀다. 최근 미국 및 일본의 지진재해도 민감도 분석시 지진파 감죄

모텔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되었요나 엽력자료 각 요소에 대한 상대적 불확실성이

대단허 큰 국내의 경우에 동일한 척용에논 문제점이 많다. 그러므로 입력자료 각 요소에

대한 관련 연구릉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작엽이 션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Zion 방법과 갈은 SPSA 방법은 HJ용이 적게 틀고， 시간이 덜 소요되는 장점이

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진 재해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SPSA 방법에 기초를 두고 Zion 방법 SSMRP 방법과 SMM 방법을 조합한 지 진

분석 기법을 개발하변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에

수반하여 새로운 묘드도 개발되어야할 컷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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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외부사건 목휴 (미 국)

Major PRA Cosideration Minor PRA Consideration Occasional PRA
Consideration

Seismic Lightening External Flood
Fire Low Lake/River Level Transportation Accident

Internal Flood Ice Cover Pipe Line Accident
Typhoon Avalanche Aircraft Impact

Forest Fire Extreme Winds
Industrial Facility Tornado
Accident
Landslide
Meteorite
Volcanic Activity
Hail

표 3-2. IPEEE에서 제안하는 SRA 분석방볍 비교

비교사항 SPRA SMM

참고문헌 NUREG/CR-20이15 NUREG/CR-4334
NUREG/CR-2300 NUREG/CR-4482
NUREG/CR-2815 NUREG/CR-5076
NUREG/CR-4840 EPRI NP - 6041
NUREG/CR-5477

종류 SSMRP 방볍 NRCSMM
Zion방법 EPRISMM

Reduced SMM
기본요소 1. Hazard analysis 1. Review of plant information

2. Review of plant information Screening and walkdown
and walkdown 2. System an외ysis

3. Analysis of plant system 3. Analysis of sturcture
and structure response response
4. Evaluation of comπment 4. Evaluation of seismic
fragilities and failure capacity of component
modes and plant
5. Analysis of plant system 5. Analysis of containment
and sequences performance
6. Analysis of contain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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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SPSA 와 SMM 집 근방식 비쿄

접근방식 SPSA NRC SMM EPRI SMM

분석방식 지진에 기인한 과거 PSA:예셔 중요한 얀전정지툴위한

사건발생에따른 지진에 기인한사고의 운전경로블밝혀기

사건수목/고장수목 사건수복/고장수목 위한성공경로논리도

대상계통 사고완화에필요한 과거 PSA'에서 밝혀진 성공경로논리도에서

모든얀챈관련계통빚 주요기능을수행하는 밝혀진 얀전관련계통

보조계통 안천관련계통맞 및보조계통

보조계통

취약도 타방법론보다높은 O.3g혹은 O.5g에셔의 O.3g 혹은 O.5g 에서의

수준의가속도값에서 션별값사용 션별값사용

션별된 취약도사용

방법론 확률론적 평가 HCLPF 룰계산하기 일부만확률론척 평가

위한 CEDM

캡근방석을겸한

확률론적 명가

버지진 포함 포함하지않음 포함이 협지 않옴

고장사건빚

연간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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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지진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

lO CFRP앙t 100 Appendix A ;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NPPs

10 CPR Part 100 Appendix!+-~ III.(c) ; SSE 정의

10 CPR Part 100 Appendix A, III.(d) ; OBE 정의

표 3-5. 지 전에 대한 NRC의 Regulatory Guides

m

Combinations for Seismic
nent

Re밍II때ry Guide 1.100 

Regulatory Guide 1.122 -

Regulatory Guide 1.55 

Regulatory Guide 1.60 

Regulatory Guide 1.61 
Regulatory Guide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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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내진셜계 요구조건에 따른 분류

내진범주 I 내진법주 II
정의 SSE에서도기능을유지하고 기능을 유지해야하는 요구초건은 없으나，

있어야하는 기초 및 지지물을 이들의 파손이 내진등급 I의 구조물，

포함한 발전소구조물，계통， 기기의 기눔올 허용 한계이상으로

설비 저하시킬수있는것

τH류- 일반적인내진 I 등급및 II 등급

(PSAR 창조) 1.격납건물

2. 보조/제어건물

3. 다켈 발전기 건물

4. 기기 냉각수건물

5. 1차홉 기기냉각해수 취수 구조물

6. 안전관련 계통 및 부품

표 3-7. Zion과 SSMRP방법 비교

Zion SSMRP
1.공학적 판단을 많이 사용 1.부품 모웰링과계통 모탤령올 상셰허 합

2. 지진위험도분석시 중요 2. 지전재해도계산과부풍취약도계산시

공학척 판단도이용

3. feature를 설 명하는 절차를 제공

4. 시간과버용이 적게 소요 4. 상셰 SSMRP와 단순 SSMRP가 있음

5.계산결과의 펀차가 큼 5. 상세 SSMRP의 계산 결과는신뢰성은

높지딴，분석 시간과 비용이 많이든다.

6. 분석결과 노섬손상빈도에 지배적인 6.단순 SSMRP는 상세 SSMRP의 단점 을

영향올 주는 계통에 대해서는 SSMRP방법 보완

으로 재평가 가능

7. 취약도를 ground-motion paramter로 표현 7. 취약도를 local respOn‘e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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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상세 SSMRP와 단순 SSMRP방법 버교

분석단계 상셰 SSMRP 단순 SSMRP
1.부지 빛 발전소 발전소내의 구조물과기기 발전소내의 구조물과 기기

친숙화 그리고발천소부지의 그리고발전소부지의 토양을

토양을상셰허 점토 상셰히검토

2. 지진재해도 지진재해도함수; 지 진 재해도 합수 ; ground
ground response spectra response s휴cπa and a few time
30 to 90 time histories histories (for bench marking)

3. 발전소 Logic 모탤 지진으로언한고장고려를 지진으로인한고장고려를 위혜

위혜 수정한 고장수목에 대한 수정한고장수목에대한

내부사건의 사건수목 사용 내부사건의 사건수목 사용

4. 지친 응답 Time history an외ysis using Modified design responses to
SMACS computer code which account for conservatism. Assign
gives best estimate, variability variability and correlation based on
and correlation of responses SSMRP results. Limited time

history anlaysis for bench
marking

5. 혐약도 일반 취약도와 부지.특정 일반취약도와부지-특정 취약도

취약도

6. 계산에 사용된 묘드 SEISMCode SEISMCode
7. 분석 결과 민감도와중요측정언자어I 민감도와중요 흑정 인자에 따른

따른 노심손상 빈도와 release 노섬손상 빈도와 release 빈도

빈도

표 3-9. 지친 분석 방법별 고장확률을 구하는개념 비교

Detailed SSMRP;

Simplified SSMRP ;

Zion Method;

JAERI Meth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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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발전소 답사시 숙지할 사항

1.지진 밥생시 특히 취약할것으로예상되는 부품과부지 특정 지진 휘약도

분석이 필요한부품목롭

2. 벽 (masonry wall) 등의 부수적인 구조물의 봉괴와 어들의 손상으로 인해

잠재성이 있는부품목록

3. 필요한 도변을 찾을 수 있는 색인

4. 중요한 탱크 (t뻐k)，열 교환기 (heat exchanger)，전기척언 캐비넷
(electrical cabinet)의 고정 용구 (anchorage) 스케치

5. 바닥 (floor slab)，벽，챈장에 구조물의 연결상태를육안으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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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1. 고리 3，짝} 만산에서 사용한 감쇠관계식

고리 3.4호기

1. bt PGA =5.0244 + 5.442 * M - 1.002 * 10(R + 8) - Northeo China

2. In PGA =2.75 + 0.868 III M - .109 III In(R + 0.0606 * eO.7M) - Campbell

3. In PGA =5.2398 + 0.6383 III M - 1.136 *lo(R + 10) - Western North America

4. In PGA = 1.265 + 1.15 * M - 0.833 * 10 R -0.0044 * R - Nuttli & Hermann

5. In PGA = 5.45 + 1.17 * M - 2.32 * 10(R+1O) - Katayama

6. In PGA = 2.921 +0.724 * M - 0.768 *10(.1 + 10) - O.α)69 * & - KIER

7. In PGA = 6.1635 + 0.5442 * M - 1.4967 * Io(R + 7) - Bagg-l

8. In PGA = 5.939 + 0.6383 * M - 1.6224 * in(R + 9) - Bagg-2

A : hypocentral distance

R : epicentral distance

M: local magnitude

맡갚

1. a = bl emln ( R + b4 )bJ - Kan외

2. log lO (a) = b l + In M + bJ log [(R2 + bs2 )1>4 ] - Joner & Boore

3. a =bl eMln (R + 1>4 eMbs )-bJ - Campbell

4. log (0.981a) =«R +1>4) I bs )(-bl + b2 M - b3 M2) - Japan Rock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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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2. 일반 부품 취약도 (g 단위)

Generic Component Median ~R ~u

Ceramic Insulators 0.25 0.25 0.25

2 Relays 4.00 0.48 0.75

3 Circuit Breakers 7.63 0.48 0.74

4 Batteries 0.80 0.40 0.39

5 Battery Racks 2.29 0.31 0.39

6 Inverters 2.00 0.26 0.35

7 Dπ Transfonners 8.80 0.28 0.30

8 Motor Control Centers 7.63 0.48 0.74

9 Auxiliary Relay Cabinets 7.63 0.48 0.74

10 Switchgear 6.43 0.29 0.66

11 Cable Trays 2.23 0.34 0.19

12 Control Panels and Racks 11.50 0.48 0.74

13 Local Instruments 7.68 0.20 0.35

14 Diesel Generators 1.00 0.25 0.31

15 Horizontal Motors 12.10 0.27 0.31

16 Motor-Driven Pumps and Compressors 2.80 0.25 0.27

17 LafJ~e Vertical Centrifugal Pumps 2.21 0.22 0.32

18 Large Motor-Operated Valves(> lOin.) 6.50 0.26 0.60

19 Small Motor-Operated V외ves« lO in.) 4.83 0.26 0.35

20 Lar~e Pneumatic/Hydraulic Valves 6.50 0.26 0.35

21 Large Relief, Manual and CbeckValves 8.90 0.20 0.35

22 Miscellaneous Small Valves 12.50 0.33 0.43

23 Lar~e Horizontal Vessels and Heat Exchan~ers 3.00 0.30 0.53

24 ~mall to Medium Vess~ls lU'l~ Heat Exchangers 1.84 0.25 0.45

25 Lar~e Vertical Vessels with Fonned Heads 1.46 0.20 0.35

26 Lar~e Vertical Tanks with Rat Bottoms 0.45 0.25 0.29

27 Air fI3:!1diling Units 6.90 0.27 0.61
~R =random uncertainty ~u =systematic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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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취약도 구성을 위한 부품의 항목과 범주

부지-특정 부품

Reactor Core Assembly
Reactor Pressure Vessel
Steam generator
Reactor Coolant pump
Pressurizer

부품의범주

Large horizontal vessel
Small to medium vessels and heat exchangers
Piping
Large vertical storage vessels with fonned heads
L와ge vertical fiat bottom storage tank
Motor-driven pumps and compressers
LargeMOY
SmallMOY
Large hydraulic- and air-actuated valves
Large relief, manual and check valves
Miscellaneous small valves

천기적인 부품

Horizontal motors
Generators
Battery racks
Switchgear
Dry transformers
Control panels and racks
Aux. relay cabinets
Local Instruments
Motor control centers
Communications equipment
Light fixtures
Inverters
Cable trays
Circuit breakers
Relays
Ceramic ins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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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품

Air handling units
Duct work
Instrument racks and panels
Hydraulic snubbers and pipe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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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위치

역사적인 자료
Fault Data

지진재해도 계산

설계자료와

설계 반응도

부품의 실제

반응도 계산

지진으로 인한 부품의
고장확률 계산
(취약도 계산)

계통의 이용불능도와
지진에 의한 CDP 겨l산

그림 3-2. 지진으로인한위혐도분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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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PSA 수행용 소프트웨어 개발



저14 장 PSA 수행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 1 절 언간신뢰도데이타베이스구축

1. 개요

PSA'에서 인간신뢰도분석은 실제적인 인간신뢰도 데이타 부측으로 많은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지만 분석자마다 인간오류 평가시 고려하는 수행륙성인자와 사용하는

분석방법론이 셔로 상이해 정량화의 결과논 종종 커다란 차야를 보여왔다[4-1]. 이런

차이는 원전의 이상사태 발생시 대응하는 운전원 오류 명가샤 더욱 빈번하게 되어 PSA의

인간신뢰도분석 분야에서는 원전의 이상사태와 관련펀 인간신뢰도 데이타를 중섬으로

수집하여 왔다[4-2，3].

인간신뢰도 데이타베이스 구축은 PSA 뿔만 아니라 발전소 안전성과 관계된

인간오류 또는 발전소의 성능과 이용도에 영향주는 인간오류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타 베이스는 발천소 얀천성과 이용도의

향상 및 PSA 분야 뿔만 아니라 셜계하는 계통의 운전/보수/시혐시 인간신뢰도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타 제공과 기존 계통의 오류감소 방안을 계획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것이다.

본 연구팀에서는 데이타의 부록과 인간선뢰도 분석시 나타나게 되는 주관적 측면을

배제할 목적으로 기폰 PSA 보고셔에 있는 인간오류 수집방안에 대한 타당성 연구룰

수행하였다 [4-4].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신뢰도 관련 데아타롤 수집하기 위해 야천

연구에서 확정한 정보양삭을 토대로 새로이 정보양식을 확정하고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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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의 인간신뢰도분석 방법론은 고도의 인지작용이 요구되는 원전의 비정상

운전에 대응하는 운전원 행위 분석에 적 절하지않고 매ES (huma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와 같은 인간 오류 사건보고셔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인간신뢰도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인지 적 모텔 (cognitive model)과 인간오류 분류 방안(taxonomy)이

필요하재 되어 인지공학 (cognitive engineering)과 오류심리학 (error psychology)'에 대한

연구가 활발혀 진행되어 왔다[4-5 ，6 ，7 ，8].

이번 연구에서는 근래의 인간신뢰도분석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정보양식을 새로이

확정하고기존 PSA보고셔에셔 고려된 인간신뢰도테이터를 수룩하였다. 이를 위해 햇째，

인간오류와 인간오류 분류방식을 검토하여 인간신뢰도 데이타 베이스의 정보양식을

새로이 구축하였다. 둘째 정상운전에 대한 107~ 의 PSA 보고서와 져출력/정지 운전에

대한 2개의 PSA 보고셔에 나타난 언간신뢰도 데이타 450여개를 조사， 데이타 베이스화

하였으며， 데여타 베이스 사용시 계통분석자나 비 전문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간신뢰도분석과정 및 방법론 사용데이타등을 검토，정리하였다.

2. 연간오류 맺 훌류 방식

인간오류를 연구하는 목적은 인간오류의 특성을 파악해 얀간오류 재발을 방지하고

언간신뢰도 분석에 도움을 주는데 었다. 그러나 인간오류를 분류하는 사람들의 적용

분야 및 보는 관점야 서로 달라 아직까지 일반적인 인간오류 분류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가.언깐요류

인간오류에 대한 정의가 많이 시도되어왔지만 공통적인 것은 인간이 어떤 성능

(performance) 기준 측면에서 합당혀 수행하지 못할 때를 가르키는 말이다. 대부분의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기훈， 규칙， 성능기준에 따른 판단온 수행자냐 외부적

관측자에 악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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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은 ”오류란 정신적 포는 물리적 행위의 계획된 경로가 그 의도된 결과룰

얻는데 설패하는모든경우 그리고이 설패가다른작용의 간섭으로툴렬수없을 때를

포괄하는 일반적 용어 ”라고 정의하고 있다[4-8]. Rasmussen은 ”인간오류는 객관척얀

데이타가 수집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다국면적인 기술에 의해서만 특징되어질 수

있는 인간과 기계의 부조화로 생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총체적으로 인간과 기계

사이의 행위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의 의도와 행위가

수행자의 관정에서 옳다고 하지만 전체 시스템의 결과로 보면은 잘뭇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었다[4-1이.

모든 인간 오류가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오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전에 정정되고 복구되어져 심각한 계통불능이나 그것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 일빈적으로 과제가 어려울수록 많은 두뇌작용을 요구하는 것알수록 인간오류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인간오류는 그컷이 인간행위와 성능에 관련된다는 사실에서

일반적인 기기오류와 구별되는데 Adams는 인간오류가 기기오류와 다르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4가지 특성으로 설명하였다[4-9].

1) 인간오류의 버독립성; 부품 고장과 같이 독립적이지 않고 인간오류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

2) 오류감시와 회복; 기계오류는 외부적인 도움(보수나 재생 등)으로 회복 가능

하지만인간오류는즉석에셔 고칠수가 았다.

3) 다충성; 기계나 계통은 부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병렬적으로 중복설치가

가능하나， 인간은 비록 다중성야 폰재할지라도 사회적 개인적 이유로 인간의

독립성이나 다충성을생각할수없다.

4) 인간과 기계 오류의 내부의존성;복잡한 인간J) 계 시스템과 인간행위와반응와

예흡 불능성 때푼에 기계부품의 설패를 연간오류로종종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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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언깐오류활류방삭

연찬오류와 행위 분석을 돕기위해 많은 분류방식이 있지만 분류는 분석자의 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Reason은 실질적인 토대에서만 인간오류를 분류하변 인간오류에

대한 예측가능한 측면을 알지 못하고 이흔적언 토대에서만 분류하면 실질적인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4-8].

다음은 인간오류에 대한 대표적인 분류방식 들이다.

(1) Swain [4-11]

Sw없n은 인간오류를 크게 누락오류와 수행오류로 구분했다. 누락오류는 단순허 어떤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과제 천부에 대한 누락오류와 과제내의

암의 수행단계에 대한 누락오류로 구분된다. 수행오류는 어떤 행위가 잘못

수행되어졌을 때룰 말하는 데 여기에는 션택오류 절차상의 오류，시간에 따콘 오류

(너무일찍 또는 늦게)，정성적 오류(너무 많이 또는 척계)가있다.

(2) Reason [4-8]

Reason은 기본적으로 오류유형 (error type)과 오류형태 (eπ'or forms)툴 구분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 데 오류유형이란 다른 인지상태에서 생기는 오류를 차별화하는

방식이고， 오류형태란 오류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인지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찾아볼 수

었는 오류를 지칭한다. 오류유형이 인식단계나 기제를 강조하는 것과 연결된 것에 비해

오류형태는 오류유형과 관계 없이 모든 인식행위에 나타냐는 반북된 오류이며

일반적인 인식과정에 끈거룰 두고 있고 특히 지식 회수와 관계가 있다. 오류유형에는

크게 유사성 결합 (similarity matching)과 빈도 펀향 (frequency gambling)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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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유형이란행위추어에셔 생각되거나 수행하는 껏과 관계된 단계내의 미리 예측된

오류기원과 관계가 있다. 이 단계는 크계 계획， 저장， 수행으로 구분된다. 계획단계에서의

오류는 목적을 파악하고 목적을 달성키 위한 수단을 결정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서

mistakes이라고 한다. 처장단계에셔의 오류는 의도된 행위룰 형식화하는 것과 그것을

가동케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서 lapses이라고 한다. 수행단계에셔의 오류는 저장된

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과 관계된 과정에셔의 오류로 slips이라고도 한다.

Mistakes란 행동이 계획에 따른 결정에 의해 안내된 컷에 상관없이 목적의 션택이나

달성커위한 수단의 명시화와 관계된 판단/추론과정에서 결손 또는 실패로 정의되는

오류로셔 여기에는다옴과감은것이 었다;

- 계획에 따른행위로서 바람직하지 못한결과를얻는행위

- slip & lapse보다 더 의식적인 행위

- 계획，결정，진단에서 부적절성 .인지실패

- 덜 빈번하고복잡

Slips/lapses란 계획이 목적에 합당한가에 상관없이 행위추이의 실행과 저장 딴계에셔의

설패로부터 생긴 오류로서 여기에는 다음과 갑은 것이 었다;

- 수행/처장실패로현재의 의도에서 벗어난행위，

- 의도되지않는 자동절차적 과정의 활성화，

- 행위의 설현과 감시설패 -인지 조절 설패，

- 빈번하고 뚜렷한 오류，

- stereo capture -의도된 과제에 대해 칼은 단계사용，

- spati외 reversal - 이 웃한 두 밸브 잘못하여 다른 것 조작，

- time reversals -시간적인 순서가 바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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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간행위(human performance)에 따픈세가지 유형

인간행위의 3가지 유형은 원래 Rasmussen이 개발한 것이지만 Reason이 이 를 토대로

오류원인 이해에 대해 진전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간행위에 대한 이 분류는 Swain의

ASEP [4-12]과 EPRI의 HCR모델 [4-13.1 4]에 사용하고 있다. Sw없n은 AS타쩌l서 원자로가

트립될 때의 잘 암기화되고 빈번하계 반복되는 행위를 기솔기준으로， 갤차셔를

따르는 시혐.보정 행위나 사고시 절차서에 따르는 행위를 규칙기준으로，

해석/진단/결정 과정과 관련된 행위툴 지식기준 행위로 각각 분류했다[4-12].

HCR모텔에션 인간행위를 skill, rule , knowledge based 셰가지로 분류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자 새로운 OR티HCR 모텔에션 5가지로 세분화하여 (skill, skilVrule, 미Ie，

rulelknowledge, knowledge) 모웰화에 포함시켰다[4-13， 14]. Reasonl에 의하면 세가지

행위는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한다.

표 4-1은 세가지 행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탐지 이전어I 생기는

오류 (slips와 lapses)는 주로 감서실패와 관련돼 있고 문제탐지 이후에 생기는

오류(규칙기반과 지식기반 mistakes)는 문제해결 실패와 관련이 었다. 기술기반

수준에서 관흑되는 실패유형은 코게 부주의 (inattention: 중요한 노드에서， 륙허 현

의도가 일상적인 숙련 (common practice)에셔 벗어날 때， 필요한 추의감시룰 수행하는

것을 누락하는)와 과도주의 (overattentian: 일상행위 추이동안 부적철한 순간에 주의

점검을 하는)으로 나눌 수 있다. 규칙기반 수준에서는 크게 틀린 규칙의 적용과 올바른

규칙의 잘못 척용으로 생기는 설패로 나눌수가 있다. 지식기반 실패는 푼제공간에

관련된 지식은 불완전하고 종종 부적합하다는 경계지어진 추론과 사실이라는

인간인지의 두 측면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Reason [4-8]과 이정운 [4

IS]의 보고셔에 잘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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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SA에셔의 언간오류활류

PSA:에셔의 인간오류 분류는 대부분야 사고경위에 따른 분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사고이천에 발생된 보수와 시험관련 오류， 초기사건을 유발하는

오류， 사고발생 후 절차셔에 따른 행위나 회복행위에 관련되는 오류 등 세가지로

구분하고있다.대표적인 분류방식이 표 4-1 에 정리되어 었다.

3. 데이타베이스청보양식

인간신뢰도 데이타베이스의 정보양식은 이천 연구결과[4-씨와 II장에서의 인간오류와

분류방얀을 토대로 새로이 확정하였다. 이전 연구에서와 갈이 크게， event의 설명，

초기사건 등의 일반적 정보를 나타내는 event infonnation. event의 정 성 적 인 특성인

스트레스 청도， 인간행위 형태 등을 나타내는 performance shaping factors , 청량화시

사용된 인간오류펑가 모댈과 데이타 값 등을 나타내는 quantification, 수록된 event에

대한 참고문헌을 나타내는 document information, 그리고 특이사항올 기룩하는

remarks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정보양식의 일부항목의 일부를 새로이

‘ 추가하고 수정하였다

가. 행위유형 (action verb)

PSA:에서 인간오류 데이타는 크게 인지 (cognitive)오류와 수행 (execution)오류로 나눌 수가

있는 데， PSA 결과언 노섬손상반도에중요한 인간오류를강소시키는정보률 구체적요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감이 다시 세분화하였다.

Cognitive (detect, identify, decide, diagnosis, inspect, monitor, verify, check, calculate)

Execution (read. open/close, start/stop, position, adjust, W다te， attach, remove, direct,

receive, request,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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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ypes of Human Interaction

내부사건 혹은 외부사건과 관계된 데이타， 그리고 절차서의 유무에 따른 데이타률

구분하였다. 절차셔에 따르지 않은 데이타나 외부사건과 관계된 데이타는

내부사건이냐 절차셔에 따른 데이타보다 정량화 하기가 더욱 어렵고 PSA 보고서에셔

핫아보가 힘틀기 때문애 별도로 구분하였다.

AM: failure to restore following maintenance and test

AC: miscalibration

B: initiating event related human error

CPI: failure to perform proceduralized actions-internal

CPE: failure to perform proceduralized actions-external

CRI: failure to perform non-proceduralized actions-internal

CRE: failure to perform non-proceduralized actions-external

D: others, i.e., actions related to low power/shutdown PSA

다. Type of Human Error based on Human Performance Level

3가지 인간행위를 다시 skill, skill>rule or rule<skill , rule, rule>knowledge, rule<knowledge,

knowledge 7가지로 나누었다. 여기셔 한 행위가 rule<skill라고 할 때 이 행위는 skill과

rule의 두가지 숙성을 갖지만 skill의 속성이 우세한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기술기반행위에서는 slip/lapse가 규칙기반과 지식기반행위에서는 mistake가 주펀

오류이다.

4. 수록데이타

수록 태이타는 다옴과 갈이 정상운천에 대한 10개의 PSA 보고셔와 처훌력/정지 운천에

대한 2개의 PSA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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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전 : Suπy PRA(NUREG/CR-4550)[4-20] , Maanshan PRA[4-21] , Oconee PRA

(NSAC 60)[4-22] , Seabrook PRA[4-23] , Palo Verde IPE[4-24] , 고리 3&4PSA

[4-25] ,영광 3&4 PSA[4-26] , Suπy IPE[4-27] , AP600 PSA[4-28] , System 80+

PSA[4-29]

저출력/정지 운전 : System 80+ PSA[4-29] , Zion RHR study[4-30]

위의 12개 보고서에 나타난 인간신뢰도 분석 과정및 접큰법은 모푸 상야하다. 동일

방법폰을 사용할지라도( 예를 틀변 HRA 핸드북의 방법론을 동일하게 사용한 System

80+와 Palo Verde IPE 경우 ) 정량화 과정 및 정량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데이타

베이스 사용시 경험이 적은 인간신뢰도 분석자나 버전문가도 알수 었도록 107~의

PSA'에서 나타난 인간신뢰도분석 내용을 크계 인간선뢰도 분석과정및 인간오류유형，

션별， 정량화방법및 사용데이타， 의폰성， 불확실성 평가 순으로 기솔하였고

저출력/정지운전과 관련된 인간신뢰도분석은 별도로 정리 요약하였다.

가. 언간신뢰도불석 과정몇 언간오류 유형

인간신뢰도분석의 목적은 대부분 PSA 논리 구조속에 모탤링되어 있는 인간오류률

파악하여 정량화하는 것이다.

인간신뢰도분석과정은 대부분 SHARP (systematic human action reliability procedure)[4

16]의 절차에 따라 인간행위의 파악， 션별， 정량화를 위한 표현(모옐화)， 정량화， 문셔화의

순으로 수행된다. 고려되었던 인간오류를 크게 나누면 사고전과제와 관련된 오류，

초기사건올 유발하는 오류 사고후과제와 관련된 오류로 나눌 수가 있으며 사고후

과제와 관련된 오류는 절차서에 따르지 봇하는 오류와 회복오류로 구분하였다.

절차서에 따르지 못하는 오류는 크게 기술기반 행위와 규칙기반 행위에 관련된 오류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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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에 인간신뢰도 분석과정과 연간오류 유형이 나타나 았다.

냐.션벌

이 과정은 인간신뢰도분석에 투여하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혜 상셰 분석이

필요한 중요 인간오류를 션별하는 것이다. 션별에는 정성적 션별과 정량적 션떨이 있는

데 대부분의 PSA 보고서에셔 선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지라도 정성적 션별을

수행하였다. 각 PSA 보고서에서 사용한 션별방법이 표 4-4 에 나타나 었다. 일반적으로

밸브의 보수/시혐과 관련된 인간오류는 다음과 감은 션별기훈을 두어 고장수목에서

모텔 링 하지 않았다 [4-20.26].

- 밸브에 이상 발생시 제어반에서 경보가 울련다.

- 밸브위치는제어반에나타나있고 24시간마다점검된다.

- 밸브가 운전조건으로 회복되기전 유량시험 (flow test)을 받는다.

- 밸브가 자동 작동 신호를 받는다.

- 두개여상의 트레인으로 된 계동이 staggered basis로 시험이 수행된다면

공통원인으로 인한 회복오류는 발생안한다.

정량척 션별은 대부분 사고 후 과제와 관련된 오류에 대혜 0.1로 평가하거나 HRA

Handbook에서 제시한 션별치룰 사용해 평가하였다.

다.정량화

(1) 샤고천과제와 환련훤 언간오류

정량화 방볍및 데이타는 대부분 HRA Handbook[4-11]이냐 ASEP HRA[4-12] 절차서를

이용한다. 정량화시 고려된 수행특성인자로는 보수/시험/보정 방법 빚 주기，

보수/시혐/보정과 관련된 직무구초 점검방법빚 주기 등이었다‘ 각 PSAl어1셔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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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 방법및 사용데이타까 표 4-6 에 정려되어 았다. 다음은 ASEP 방법론과 데이타

그리고 HRA Handbook의 방법론을 응용한 것이다.

가) ASEP 방법혼에 의한 정량화 예[4.20]

ASEP 방법폰은 인간신뢰도분석에 경험이 없는 계통분석자도 손쉽게 사용할수 있는

방법으로서 ASEP 절차서에 있는테이블을 직접 적용해 정량화한다.

예) ess discharge line의 수동밸브가 ess 펌프 시혐후 닫혀 있을 확률

ess discharge line의 수동멜브는 한달에 한번씩의 펌프 시험과 보수후에 닫혀 있올 수

있다. ess의 수동밸브가원래의 위치로 회북못할 확률은기본오류 0.03에 단일점검을

가정하여 3.0E-3으로 평가하였다(ASEP 절차서 Table 5-3의 Item III).

나) HRA Handbook을 웅용한 정량화의 예[4·24]

이 방법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서 점검방식및 주기 변화에 대한 인간오류

변화를 쉽게 알수가 있다.

시험및 보수후의 운전원 오류로 인한 기기의 이용불능도는 실증정겸과 육안 점검에

의해영향받는다.실증점점이란기기가정상위치에있는가를 알수있는운천포는 기능

시험이고 육안전검이란 육안으로 기기가 정상에 있는 가률 확인하는 점검이다. 실증

정검은 육안점검보다 기거의 이용불능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쉽고 신뢰성이 높다.

A.실증정검 실시 경우

설증 점검으로 기기의 잘봇된 위치률 완전허 알수 었다면 기기의 이용불능도는 다음과

갈이 표시할수가았다.

Uc =( Tc I Tm ) Us = ( fm I fc )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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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실증 점검사이의 평균시간

Tm :기기조작사이의평균시간

Ue :설증점검시 기기 이용불능도

Us :설증점검이 없는 기기의 이용불능도

fm :기기조작 빈도

fe :실증점검 빈도

B. 육얀점검설시 경우

육안점검은 불완전하여 점검후에도 오류를 발견 못할 수가 있다. 만일 육안 정겸만

었다면 이용불능도는아래와같아 표시할수가있다.

Uv =(fmI fv )[ ( 1 - r )f1. I( 1- r ) ] Us

Uv =육안점검사 이용불능도

r =오류를수정봇할확률

f1. =육안점검 빈도와조작번도와의 비

만일 초기의 육안점검만 유효하고 냐머지 육안점검은 기기 상태에 거의 영향을 안 푼다고

했을때 이용불능도는아래와같이 나타낸다.

Uv =( fm / fv ) Us + [( fv - fm )/fv ]rUs

c. 설증점검과 육안점검 실사

실증점검과육안점검을동시에 수행하는경우는아래와갈이 나타낸다.

Uev =(fm/ μ )Us + [( fv - fc )/(fc fv )] fmr Us

4 - 12



Ucv =실증점검및 육안점검 동시수행시 이용불능도

예 ) AFVVOO21UA: AFW pump discharge manual valve V021 not restored after test or

mamtenance

보초급수 펌프 discharge'에 있는 수동밸브는 휩프시험 또는 보수시에 닫혀게 된다. 휩프는

매 3개월마다 시험한다. 펌프 보수 주기(불규칙적인)를 펌프 고장의 10배라 가정하면

수동밸브가 닫허게 되는 주기는 O.44/month'이다. 밸브가 펌프조작후에 개방되 었지않을

확률은 1.0E-3(T20-7. error factor=3)으로 평가한다. 월별 점검을 고려하면 육안 점검만

설시 했을때의 식을이용하여 이용불능도는다음과같이 6‘lE-4가된다.

U(AFVVOO21 UA) 를 (0.44/1) [(1 -0.12.27)/(1 -0.1)] x 1.25E-3 =6.1E-4

(2) 샤고후과제와 관련펀 언깐요휴

이 오류는 다시 규칙기반행위와 기술겨반행위로 나누어 정량화했는데 크게 f짧A

H때dbooμASEP lIRA 방볍론과 HCR(human cognitive reliability) 모탤을 이용한 방법론

그외 SLIM(success likelihood index method)을 응용한 방법 ,혜석적 방법 , 그리고 sampled

data 방법을 이용해 정량화하였다. 사용 데이타는 lIRA Handbook!ASEP HRA 데이타나

운천원 모의실험 또는 운천원 변탑등을 얻어진 데이타， 경험잭언 데이타， 전문가 의견

등이었다.각PSA보고서에서 사용된 방법론및 정량화데이타가표4-6 에 정리되어 았다.

가) ASEPHRA방법폰을이용한청량화 예[4·20]

1) 기술기반행위의 정량화

기술기반행위는 암기화된 행위로셔 훈련과 연습을 통해 습득되는데 스트레스 정도，

이전 사건， 시간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사람의 점검이나 확언에도 영향을

받지않는다. 기술기반 행위에 대해서는 ASEP 절차서의 표 8-5 항목 1어1 따라 2.7E-3

(중간 값에 Error factor 고려 )으로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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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기반행위의 정량화

규칙기반 행위는 행위 (action ), 행위와 진단 (action plus diagnosis) , 절차셔에 따른 행위

(procedure directed action ), 행위와 채진단(action plus rediagnosis)으로 각각 분류하였는데 ,

행위와 절차셔에 따른 행위에 대해셔는 진단오류를 고려하지않고 수행오류만을

평가하였다. 진단오류는진단여유시간과， 운천원 훈련정도룰 고려하여 ASEP 핸드북

표 8-2 의 TRC를 토대로 평가하였다.수행오류는 스트레스 정도，행위형태 (step by step

or dyn뼈ic)， 회복효과를 고려하여 ASEP 핸드북의 표 8-5 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정량화에 사용된 모든값틀은 핸드북에 제시된 값틀을 중간값으로 보고 평균으로

환싼한값이다.

예 ) RCS-장IE-FO-OP1‘70:0야rator fails to depressurize/cool RCS during T701

(SGTR*failure of charging pump system in high pressure injection mode)

SGTR'이 발생하고 바로 HPI가 고장났다. 운전원은 SGTR과 HPI 실패에 대처해야 한다.

SOTR은 일차흠의 냉각과 감합을 해야되고 매I의 실패는 대체 주입경로률 확보하거나

Unit 2의 매I를 cross-eonnect혜야 한다. 이 섯점에서 운천원은 두가지 사건을 진단해야

한다. 뼈A 목적을 위해 HPJ 실패률 먼저 진단하고 다음에 SGTR룰 진단해야 한다. 이

과제에 대한징후및 필요행위는아래와갇다.

징후 : fIT condenser radiation alarm. Low pressurizer pressure

필요 운전원 행위 : open steam dump valve, enhance feed flow. depressurize ReS through

PZR spray or PORV opening, isolate SO effluent lines

총 운전원 여유시간은 %분이지만 운천원은 초기사건후 5분에서 인지 (recognize)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여유시간은 55분이다. 이 행위는 제어실에서 이루어지며 수행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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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분이고 진단 여유시간은 20분이 된다. 이 경우 운천원이 받는 스트레스는 moderate

정도이고 dynamic행위로 분류된다.

진단오류: 2.66E-l(표 8-2의 항목 9(20분)， 여 상사건 수 2개 )

수행오류: 0.128 (cooldown 0.08xO.8 =0.064, depressurize 0.08xO.8 =0.(64)

따라서 평균은 4.02E-I이 된 다.

냐) HCR Model을 이용환청량화예[4-24)

이 방법은 2가지가있는데 기존의 HCR모델과 ORF/HCR 모웰이 었다. 근본적으로운천원

인지오류 모텔에 대한 첩근 방식이 유사하지만 인깐오류확률 명가시 HCR 모탤은

Weibull 분포를 OR.E/HCR 모옐은 대수 정규분포불 가정했는데 최근에는 ORF/HCR

모텔이 사용되고 있다. EPRI/NP-6937'에 따라 운천원 인지오류 확률을 다음과 갈이

나타낸다.

Pc =Prob( Tr > Tw ) =1 - φ[In( Tw I T1/2 )/0]

T1/2 :중간운전원 반용시간

φ: st없ldard normal cumulative distribution

Tw: 가용시간

Tr: 반응시간

0:표준시간의 로그표준 펀차

중간운전원 반응시간은 직캡 시률레이타률 이용한 설힘을 통해 운전원 반응시간을

추정하는데 실험을 할 수 없으면 운천원 등과의 변담올 통해 값을 추정한다. 표준시간에

대한 로그 표준펀차는 운전원의 숙련도(규칙기반 또는 기술기반)， 절차셔의 복잡성

(단순 또는 북잡)， 훈련정도(빈벤 또는 희귀) 및 스트레스 등에 따라 결정한다. 이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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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0.4에서 l정도인데 운천원 반응이 즉각적이고 암기화된 반응과 관계가 있다면 O.앨l

값을， 절차서에 따르고 운전현 훈련이 실시된 운전원 반응에 대혜서는 0.6의 값을，

절차셔가 간접적이고 훈련이 전혀 없으면 1의 값을 할당한다.

수행오류 평가는 깐IERP 모텔에 따라 HRA 핸드북(NUREG/CR-1278)[1 1]의 데이타를

아용해 평가하였다.

예 ) HRS2ESPI-7: 0홈rator fails to perform cooldown때d depressurization

소형 LOCA(또는 medium) 뒤에 성공적으로 HPSI 주입과 이차측 열제거가 이루어졌을 때

운전원은 RCS롤 냉각，감합시키는 조치를 취해야된다. 절차셔에 따르딴 운천원은

RCS를 55°C/hr( I000P/hr)로 냉각시 키고 subcooling 온도가 50°C(90°F)보다 높게

유지해야한다. 이차흠 열제거에 대한 급수 공급은 AFW나 SFW 펌프이고 steam울

콘댄서로덤핑하거나SGPORV를개방시킨다.통상운천원은RCS의 감압을위혜 주또는

보조 가압기 살수계통을 착동시키고 비상시에는가압기 PORV훌 사용할 수 있다. RWST

LO-LO Level에 이르는데 결리는 시간은 4시간이고 냉각과 감압에 결랴는 시간은

3시 간이 다. time window는 60이 고 simulator로 측정된 반응시간은 15분이 다. 0' 값은

규칙기준이고，단순행위， 빈번한 훈련， 스트레스는 낮다고 가정하여 0.4로 펑가하였다.

인식오류 확률은새로운 OR티HCR모텔을이용하여

HRS2ESPI-7C= 1 - φ[ln(60/l 5)/0.4]=2.7E-4

로 평가하였다. 수행오류는 기본 오류 1.3E-3(T20-12. item 3)에 스트레스(중간정도)를

고려하여 수행특성인자 2(1'20-16, item 4)를 할당하였다. s비ft supeπisor(high dependence)와

shift technic외 advisor(low dependence)와의 의존성을 고려하면 다음과 갈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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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2£SPl-7S = 1.3£-3 x 2(stress) x 0.5(high dependency) x 0.05(low dependency) x

2tasks = 1.3E-4

다) 해석척 데이타[4-20]

사건의 시작이 명확치 않고 여유시간이 긴 행위에 대한 인간오류 명가시 다른 PRA

보고셔나 관련 데이타를 발전소 특정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거나 데이타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전푼가 의견을 사용했다.

여i1) SRRX: Operator failure to locally correct sign외 없ld then restore 4.16KV emergency

electrical bus, in the event of relay chatter following seismic event

지진때문에 운전원이 받는 스트레스는 매우 크다고 가정하였다. 운전원의 여유시간은

4시간이고 수행시간은 1O-2Q-분이고， 행위는 지식기반 행위로 간주하였다. Oconee

PRA에션 션별치로서 0.1의 값을 사용했는 데 지진조건 때푼에 정확한 정량화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수행오류 확률이 1.0E-2'에셔 1.0£-3이라고 가정했올 때 penalty 언차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명가된다.

0.01 x 10(penalty fael아)=0.1

라) SAMPLED DATA [4-21]

이천 경험 또는 모의제어반 데이타를 수집할 수 있는 인간행위에 대해 운전현

수행능력과 계통반응 요건사이의 상관식을 이용해 인간 오류확률을 평가했다. 이론적

으로 인간행위는 많은 변수들의 함수인데 2개의 시간 (엄계 여유시간과 행위시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였다. 임계시깐은 발전소 상태가 변하기전까지의 시간이고

수행시간은 운천원이 펼요 행위룰 수행하는데 결련 시간이다. 지금 임계시간을 Tg,

수행사간을 Tf, 그에 따른 확률밀도 합수를 g(I), f(t)라고 하변 인간오류 확률은 다융과

갈이 나타낼 수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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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 =F[ f(t), g(t)] … … (1)

이는다시，

뾰p = Jg(t)Jf(t)야dt

convolution에 의해

뾰P = Jf(t)Jg(t)dτdt

많은 경우 엄계시간은 steam generator가 고갈되는 시간으로 정의되는데 e 함수로

나타낼수가있다.

g( t) =o( t- tc ) (4)

tc는 계통상태 요건에 대해 정의되는것으로서 엄계시간이라고한다.

위의 식은다시 아래와같이 표시된다.

따p = Jf(t)dt (5)

신뢰도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Weibull 분포를 사용해셔 f( t), g(t)를 명가한다. (연속함수

인 경우)

g(t) =( ~IA)(따)~-lexp[_(따)~-1] (6)

~， λ 는 확률밀도 함수를 특징짓는 변수로서 maximum entropy estimator 사용혜셔 두

변수블 추정했다. 최소 현향된 확률분포는 수집펀 데이타에 의한 제한성 아래

엔트로피를최대화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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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L L 때 =1n λ - "t113 ., … (7)

N-l L L tn~=λP

"t:E띠er 상수 .0.5772

이 방법은 수집된 데이타가 충분할 때 사용된다. 또다른 제한성은 인간오류 확률이

1.0£-3보다 작으면 확롤분포 r(t), get)의 끝부분(tail part왜1 의해 확륨값이 결정된다. 또

데이타가 부쭉하거나 없게되면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예 ) EOPI0RCDX: Operator failure to perfonn rapid cooldown 때d depressurization to

prevent continuous p끼m없y leakage into faulted steam generator

SGTR뒤어11 faulted S/G를 채우는데 결리는 임계시간은 vapor volume을 leakage rate으로

나누변 구할 수 있다. Maanshan 형태의 SO vap아. space는 3500ft3 ( 26 ，α)() gal) 으로셔

경험적인 SGTR의 사건을 통해 5개의 임계시간 208. 79. 77. 34. 193 min.을 구했다.

임계시 zJ- (critical time) Tg' 행위시 간(action time) Te, 확륨밀도 함수 g(t), f(t)라 할 때 앞의

식 (6)，(7)의 Maximum Entropy Method름 이 용해 A와 P를 구하면 다음과 잡은

확률밀도함수가구해진다.

get) = (1.78/1 33)(ν133)0.78 exp[-(tl133)1.78 ]

냉각과 감압에 걸리는 사간은 운천원 모의제어반 실험으로 부터 구했는데 각각 27,32,

37,48 분이 었다. 앞의 식 (6), (7)의 Maximum Entropy Method블 이용하면 다음과 갈은

확률밀도함수가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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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 (5.16/39.4)(ν39.4)4.16 exp[-(t/39.4)5.16]

앞의 식 (6)을 이용하변 인간오류확륨은 0.096으로 구해진다.

라.의종생

의존성은 과제를 이루는 subtask사이， 동일목적을 갖는 여러가지의 병혈적인( parallel)

행위 사이 또는 운전원간에 발생할 수 있다. 의존성은 대부분 HRA Handbook에셔

제시하는 방볍에 따라 다음과 캅은 5가지 수준의 의폰성을 고려하였다[4-21，22，

23,24,25,26,27,28,29]

zo: PNB=PA

LD: PNB = ( 1 + 19PA) /20

MD: PNB = ( 1 + 6PA) n

HD:PμB=(I+PA)/2

CD:PNB= 1

여기서 , PNB :conditional REP of failure in task A given failure in task B

얼반적으로 인간오류평가시 나타나게 되는 의존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평가했다[4-21 ， 24， 25].

- 암기화된 행위는기슐기반행위이고다른행위와는독립이다 .

• 행위가 발천소상태에 대해 동일 반응이변(봉산수룰 주입하기위해 eves

사용하거나 충전및 방출 운천 )인식오류는 절대 의존성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 redundancy로 있는 두 트레인에 있는 기기에 대한 행위 ,예를 들변 fails to start eew

03PA와 fails to start cew 03PB 는 동일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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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행위사이의 시간이 충분허 길때( 1시간이상)는 서로독립이다.

- 두가지 사건야 동일 절차서에 의해 지시받고 칼은 시간대에 발생한다변 high

dependency로 간주

- 동일 목적을 갖고 제어설에서 부품을 조작하거나 현장에서 부품을 조작하는것은

동일 행위로간주한다.

마. 불확질생찰섹

언간오류 데이타의 부록과 인간자체의 다변성등으로 말미암아 방은 불확실성이 있게

되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었을 수 었다 [4-21 ,22.25 ,26 ].

원자력발전소의 운천원 작엽수행 데이타의 부촉

운전원 행위 모웰의 부정확성

수행특성인자와상호작용빛 영향의 부정확한판단

인간신뢰도 분석가의 기술 및 지석 한계

운전윈 깨인간의 수행방법 능력등의 차이

오류 확률 분포는 대개 분석에 사용되는 코드에 의존하게되는데 대개는 오류확률이

0.1보다 크변 베타분포를 0.1보다 작으변 log-Donnal 분포를 한다고 가정했다. 요차인자는

인지오류확률과 수행오류확률융평가한후에 HRA Hand뼈ok에따라할당하였다.

바. 거출력몇 청지웅천 PSA 환련 오류 명가.

정상운천과는 달리 저출력및 정지운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간신뢰도

분석에 대한 절차및 방법론이 정립되 었지는 않지만 대부분 운전보드에 따라 인간

오류률 평가하였다. 명시적으로 인간오류 유형에 대한 기술은 없지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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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오류유형은 보수/시혐관련 오류， 초기사건 유발오류 사고완화와 관련된 오류로

분류할 수 있다. 정량화시 사용된 방법론은 HRA Handbook과 HCR 방법론이다.

(1) HRA Handbook을 이용한 청량화 예[4-28]

2사간 이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운전원의 stress는 moderate이라 하였고 inventory 감소

사건은 운전원 여유시 간이 0.7시 깐이 기 때문에 higher stress level이 라고 가정하였다.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moderate stress라 가정하였다.

예 )OR:O야Tator restores SCS πain

운전원행위평가시 다음과같은가정을하였다.

이 과제에 대해 운천원의 훈련과 절차셔 준비는 잘 되어 었다.

과제는 제어실에서 수행되고 수행시간은 I분이 결린다.

수행과제는다음과갈다

A : Operator detects need to restore decay heat removal(DHR): 운전원이 loss of

DHR을 인지하는 젓으로서 loss of flow는 경보가 울린다는 가정을 하였다.

annunciator response모텔을 사용해 평가하였다.

B : Operator restarts SCS pump: 운전원이 과제 A를 탐지한 후에 접차서에 따라

SCS 펌프를 째시동할 컷으로 예상된다. 이 과제는 잘 훈련여 됐다는 가정

아래 nominal BHEP값을 사용해 평가하였고 훈련에 대한 인자를 고려했다.

C : Operator adjust SCS flow control valve: 이 행위는 SCS 펌프 채사동 과제와

높은 의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D :Operator adjusts SCS temperature control valve: 훈련이 잘되 있고 아 천

과제와는 의존성이 없는 것 같다. 훈련에 의한 인자률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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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의 데이타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각 세부과제에 대한 HRA Handbook

자료는 표 4-5 에 정리되어 었다.

HEP = P(A) + P{B) + P{C) + P(D) = O.α)01 + 0.001 + O.α)05 + 0.001 = 0.0026 =

2.6E-3

오차인자는 HRA Handbook을 토대로 5(핸드북 20-20(9» 로 활당했다.

NUREG-I449( page 2-2)에 따르면 DHR 상실의 16%는 부품고장인것으로파악됐다. 짧은

시간동안에는 이 고장을 회복할 수가 없다. 나머지 84%는 인간오류인데 다음과 감이

평 가된다. 순수 인간오류는 2.6E-301 다. 따라셔

OR =0.16(equipment failure) + O-O.16)x2.6E-3 =0.1621d

(2) HeR 방볍롤율이용한청량화 예[4- 30]

운전원 인지오류는 HCR 모멜이용하여 명가하였고 수행오류는 기존의 PSA 보고셔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HeR 모델은 운전원이 사건반응에 대한 확률이 Weibul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식올 이용혜 평가한다.

(t/T1I2)- c; 81
P(t) =exp{-[ Ai ] l }

여기서， t: 반응(stimulus)후에 운전원에게 주어진 진단 여유시간

T1/2 :운전원이 진단에 결련 시간

Ai , Bj , Ci :인지작용에 따른 계수

P(t): 주어진 입계시간에 대해 운천원이 진단못하는 확률

예 ) Loss of cooling event시 운전원의 냉각회복 실패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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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인 사고여혁분포률 토대로 T1/2은 15분으로 평가했다. 사실 이 15분에는 진단시간

수행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운전원 진단 여유시간은 초기사건이 얼어날 때 RCS의

조건에 따라 달라잔다. 이 시간은 노섬손상까지의 시간에셔 과제수행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다. 과제수행 시간은 decay heat removal 북구시간을 15분으로 추정되 었다.

HeR model 사용시 loss of cooling event에 대해 절차셔가 없고 운챔원은 적절허 훈련이

안되있다고 가정했다. 이 행위는 knowledge based action이고 인지작용에 따른 계수는

Ai=0.744, Bj=0.527, Ci=0.82 이다. t> 300 min이 변 인간오류 확률은 어느정도 매우 낮아져

1.0E-6이 된다.

BNL의 데이타베이스(1976)를 검토한 결과 decay heat removal 회복오류는 I.OE-4

정도이어셔 자세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1.0E-4로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평균은

1.01E-4가 된다.

5. 철과맺토의

PSA'에서 인간신뢰도분석은 실제적인 인간신뢰도 데이타 부폭으로 많은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지만 분석자마다 인간오류 평가시 고려하는 수행특성언자와 사용하는

방법론이 셔로 상이해 정량화의 결과는 종종 커다란 차이를 보여왔다. 우리팀에서는

인간오류 확률펑 가 코드인 HREP(human reliability evaluation program; HREP)의 원할한

사용， 그리고 데이타의 부족과 인간신뢰도 분석시 나타나재 되는 분석자의 주관적

측면을 배제하기 위하여 PSA 보고서에 나타나있는 인간오류를 수집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룰 수행하여 데이타베이스의 정보 양식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의

인간신뢰도 분석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정보양식을 새로이 확정하고 기존 정상운천에

대한 I07ij 의 PSA 보고셔와 저출력/정지 운천에 대한 2개의 PSA 보고서에 었는

인간선뢰도 데이타 450여개툴 데이타베이스에 입력하였으며 데이타베이스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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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분석자나 버 천문가에 도웅을 줄 수 있도록 인간선뢰도분석 과정및 방법론， 사용

데이타툴 검토.요약하여 기술하였다. 인간신뢰도분석의 진천된 연구률 위해셔는

PSAI에서 고려된 인간신뢰도 뿔만 아니라 실제의 원자력 발전소에셔 발생했던 인간오류

사건을 PSA 흑면에서 수집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의

사건은 인간 오류 이해와 연간오류의 정량화 모댈에 많은 정보률 제공한다. 아울러

인간오류의 이해와 인지모멜의 개발에 기초가 되는 오류발생 기제 (mech때ism~

인간성능에 영향끼치는 수행특성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 , 그리고 과제분석 (task

analysis)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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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2 절 공통원언고장 분석코드 COCOA-WIN 개발

공통원인고장은 계통의 신뢰도나 원전의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1986 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공통원인고장 관련 연구가 시작[4-31] 된 이래로 공통원인고장 모텔링에 관한 연구 [4

32，33]，정량화에 대한연구[4-34，35 ，36] 들이 계속되어 왔다.

공통원인 고장의 모텔링 방법은 매우 여러가지가 개발 되었으며 그들 중에셔 최근에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들[4-37 ，4-38]에 는basic parameter 방법 , multiple greek leUer(MGL)

방법， alpha factor 방법 들이 었다. 위의 방볍 충 정량화모수 추정이 용이 할 경우에는

공통원인 고장 펑가 확률을 직캡 평가해내는 basic parameter 모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공통원인 고장 차체가 매우 희귀한 사고이고 고장경험자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공통원인 고장을 평가하게 되었는 데 그 방법들이 앞에서 언급한

두번째， 세번째 방법틀이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공통원인고장확률을 펑가하든간에

고장경험자료의 분폼 펑가하여 그로부터 정량화모수를 추정해 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고장경험자료로부터 모수를 추정 하는 것은 고장경험 자료의 정리 분석，

재펑가 등의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일관성이 결여 되기 협고

또한많은인력을소모해야 한다.

고장경험자료로 부터 공통원인고장 정량화모수 추정을 적은 인력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PET-CCF (parameter estimation tool for

common cause failure)[4-34] , MAPPING[4-35] , COCOA (computer code for common cause

failure analysis)[4-36]등의 전산코드틀이 개발되었다. 이틀 코드툴 중에서 MAPPING 은

영광 3，4호기 최종 I 단계확률론적 얀전성 평가[4-39] 에셔 실제 사용되었으며 MAPPING

의 기능에 원시적 데이타베이스기능을추가시킨 COCOA 는영광 3，4 호기 1단계 확률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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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의 개정 분석 [4-40J에서 사용되었다. 이제까지 개발된 코드들의 사용경험에

의하면 나룹대로 의미있는 정량화 모수들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자 펀이성， 자료저장

기능 및 용량， 제공 가능한 모수 추정치 종류， 다룰 수 있논 계통 크기 수 등에서의

한계성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 체한성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COCOA 률 바탕으로 PC Window

상의 통합화변에서 공통원인고장 데이타베이스 관리와 공통원인고장 정량화 모수

추정을 사용자가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룩 하는 COCOA-WIN (computer code for

common cause failure analysis for Windows Version)을 개발하였다. COCOA-WIN 은 여천의

COCOA 에셔는 제공하지 뭇한 완벽한 형태의 테이타베이스률 관리능력올 제공하며

아울러 대폭 확장펀 자료처장 능력， 정량화모수 추정 종류 다양화， 다불 수 있는

공통원인고장그룹크기 확장등의 개션이 이루어졌다.

1. 기본이론

가. 공통원엔고장모렐랭 방볍

공통원인 고장의 모텔령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4-33.37 ，38] 여기셔는 COCOA-WIN

에서 다루는 MOL 방법과 alpha factor 방볍에 대해셔만 기술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틀 두 방법 모두는 basic parameter 모벨의 변형펀 형태로셔 모수틀의 추정에서 총

부품운전 요구수 등에 대한 직접 추정 필요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 총고장확률이

이미 구해져 있고 공통원인고장을 추정하기 위한 경험자료가 따로 있는 경우 (대개의

경우가 이렇슴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1) Multiple Greek Letter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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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 방법에서는 다중도 m 인 계통에셔 부품의 총고장확률 이외에 m-l 개의 모수를 정의

한다. 예를 들어 다중도가 3 인 계통에셔는 다음과 갈은 2 개의 공동원인고장 정량화

모수들이 정의된다:

~= 한 부품의 고장이 한재 이상의 다른 부품고장과 감이 일어날 조건부확플，

1= 한개 이상의 다른 부품 고장들과같이 일어난한 부품의 고장이 두 개 이상의 다른

부품고장과같이일어날확률

이들 모수틀을 이용하여 다중도 m 인 계통에셔의 공통현인고장 확률틀은 다음과 감이

평가된다.

Qmt=-L(剛}l-e. ..)Q

여기셔

Qm.k =다중도 m 인 계통에셔 k 개의 특청 부품틀이 공통원인으로

고장날확률

i =MGL모수(1=1， 2= ， 3 =, ...., im+1=O)

Qt =부품의 총 고장확률

MOL모수틀에 대한 추정자는 다음과 같다.

εkN.

@=띈‘
[kN.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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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모수 (1=1 , 2= , 3= , …., jm+l=O)

Nk =k 중 고장사건 수

m =계통크기

MOL 방법은 다충도가 큰 계통애셔의 공통원인에 의해 일부 계통틀이 고장나는 경우를

다룰 수 있고 고장 경험자료들로 부터 1:1 1 교척 용이하게 모수들올 추정할 수 있어서 그

동안 많이 사용확어 왔으나[4-39，40，4 1] 그 모수 추정방법에 문제캠이 제기되어 [4-42] 점차

그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었다.

(2) Alpha factor 방볍

Alpha factor 방법에서는 일단의 고장확률 간의 비율(때0)과 부품의 총고장 확률로부터

공통원인 고장 확률을 정의한다. Alpha factor는 다읍과 감이 정의펀다;

α".k = 낀C.Q.....
• k -- -

EmC.μ.

여기서

mCkQm.k= 다중도 m 언 계통에셔 모든 k 충 공통현인고장사건틀의 확률

다시 말해서 Alpha 민자는정의는다음과감다:

m， k=k 개의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고장사건틀의 확률의 다중도 m 인

계통에서의 모든 고장사건틀의 확률에 대한버율

Alpha fact야를 이용하면 공통원인고장확률은다읍의 식으로 명가될 수 있다;

n _ ma...•Q,
v ..... -------
-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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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Eka...t

Alpha factor에 대한 추정자는 다음과 같다;

Nt
a..• = τ;-‘

EN.

여기서

Nk=k 충 고장사건 수.

Alpha factor 방법은MGL 방법이 가지고 있는 모수추정 상의 문제도 없고 모수 추정도

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IAEA 에셔 공통원얀고장 분석모텔로 추천하였으며 [4-38]

앞으로의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에셔는이 방법이 벌려 사용될 천망이다.

나. 공통웬언고장청량화모수추청

MOL 방법이나 alpha factor 방법틀의 모수틀을 추정하려면 공통원인고장

경험자료틀로부터 고장 사건 수틀을 명가해야 하고 이틀로부터 앞에서 주어진

추정자들을 이용하여 정량화 모수를 추정해야 한다. 이들 모수추정 절차는 NUREO/CR-

4780[4-37] 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공통원인고장의 데이타베이스

개발 연구 [4-36.40] 에서 절차가 확립되었다. 따라셔 여기서는 자세한 절차는 생략하고

COCOA·WIN 이 구버하고 있는 경험자료로부터의 모수추정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1) 고장 청험자료 활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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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아직 공통원인고장 경험자료가 수집된 젓이 없으므로 모수추정에는 당분간

외국 자료를 참고로 해야 한다. 국내 연구에서 [4-36] 사용된 공통원인 고장경험자료로는

EPRI-NP-3967[4-43] 과 NUREG/CR-1363[4-44] 등이 었다. 앞의 것은 펌프， 디젤발천기 ,

밸브， 차단기 등의 고장경험자료를 공통원안고장 분석을 위하여 분류 평가 정리한

젓 이며 ,뒤의 자료는 밸브들의 LER (licensee event report) 이 다.

고장자료룰 수집 한 후에는 각 사건들의 형태， 고장원인 계통에 주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셔 파악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공통원인 고장그룹크기따중도) :공통원인 고장에 노출된 (유사한)부품들의 수

• 영향받은 부품 수 :같은 공통원인 고장 그룹 내에셔 영향을 받은 부품 들의 수

• 충격형태: 공통원인이 감은 공통원언고장 그룹내의 모든 부품의 고장을

초래했는 가 (치명적)또는 일부만의 고장을 초래했는 가껴l치명적 고장)

• 고장모t:: .영향을받은부품들의기능

• 적용도(applicability): 이 사건이 현채 분석 범위에 들어가는 가? ('예，정상운전에 대한

분석에셔는 정지냉각 운전 중에만 얼어냐는 사고는 제외)

각 사건의 분류 분석이 팔나면 그 결과는 영향벡터 (impact vector)의 형태로 정리된다.

영향벡터는 공통원인고장 그룹크기 m 인 계통에 대혜서 모두 m+l 요소를 가지게 되며，

{FO. Fl. F2......Fm}. k 개의 부품이 고장난 사건이 있다변 Fk 는 1 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요소플은 0 의 값을 가지계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고기솔이 명확하지도 않으며

또한 부품의 정확한 상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고의 해석에

있어셔 여러개의 가설을 세워셔 각 가설에 따라 다른 사고해석을 할 휠요가 있는 데 이

경우에는 각 가설에 가중치룰 주어 영향을 평가하게 되고 이 경우 영향 벡터의 요소들은

실제 사건 수가 아년 기대치가 된다. 이 기대치 영향빽터는 {Po. PI ,P2.·····,Pm} 으로

표시되며 이툴을이용하여 고장사건 수를 추정하게 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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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벡터 이외에도 충격형태를 판단하여야 하는 데 만일 충격 형태가 버치명적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충격이 주어졌을 때 각 부품이 고장날 조건부 확률을 평가해야

되는 데 이 확률값은 특정사건의 영향벡터률 그 계통보다 크기가 큰 계통에 적용시키려

할 때필요하다.

국내에셔는 이전 연구[4-36]에서 공통원인 고장 데이타베이스를 위한 영향벡터 평가가

수행되었다.

(2) 공홍원언고장 청험자료로부터 정량화모수 추청

일반적으로 고장경험자료들은 여러발전소에서 나온 것플이므로 특정 분석대상

발전소에는 바로 적용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션 적용도를

판단하여 그 적용확률을 부여할 필요가 었다. 포한 각 계통의 크기{공통원인고장 그룹

크기) 의 차이에 따른 영향빽터의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계통크기에 따른

영향벡터의 보정을 mapping 이라고 한다. 이미 국내 연구에서는 mapping 관련 수식의

일반화 맺 증명 [4-35]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실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4-39. 41]에서

적용시키기도하였다.

만일 고장경험자료의 계통크기가 분석대상 계통의 크기와 감을 때에는 영향벡터를

그대로사용하면 된다.

어느 경험사건의 계통크기가 분석대상 계통크기 보다 를 경우에는 mapping do빼 어

필요하다. 계통크기 m+l 에셔 m 으로의 mappingdo때의 일반식은다음과같다[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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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Lpν J. I+ P.… 1.0
m+1

P.. =(1-싫)A*l i+￡ffA+l *+1

(k =l •...m)

여기서

Pm，i= 계통 크기 m에 대한 영향 빽터의 i+l 번째 요소.

만일 계통크가 차이가 I 보다 클 경우에는 훤하는 계통크기의 영향빽터를 얻을 때까지

윗식을이용하여 한단계 한단계 씩 mapping do빼혜나가변 된다.

어느 경험사건의 계통크기가 분석대상 계통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에는 mapping up 이

필요하다. 영향빽터의 mapping up 은 충격형태에 따라 달라지계 된다. 차명적 충격일

경우에는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계통 내 모든 부품들이 고장나므로 영향빽터의 mapping

up 은 간단하다. 경험자료의 계통크기가 n 일 경우 치명적 충격에 대한 영향빽터는

마지막 요소인 Fn 만이 0 이 아닌 양수값을 가지고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0 이 된다.

이것을 계통 크기 m 인 경우로 mapping up 할 경우에는 마지막 요소 Fm 은 R값을 가지고

나머지 요소들은 0 값을갖도록하면 된다.

만일 충격이 비치명적 충격일 경우에는 앞에서 정의한 충격발생 시 부품이 고장날

확률을 이용하여 mapping up 을 하게된다. 계통 크기 m-l 에 대한 영향빽터률계통크가 m

인 계동으로 mappingup하는 일반식은 다음과 갑다[4-35]:

P....l=검τ(1- 찌 Pm - 1.1

m+l

PIII, I =~.. -1,1 -1 +(1-찌P"- I.I， for(k ::: 2"m-l)

Pm.• =뻐.. -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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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셔

Pmi = 계통크기 m에 대한 영향벡터의 i+l 번째 요소，

Pm-lj =계통크기 m-l 에 대한 영향빽터의 j+l 번째 요소，

=비치명적 충격이 발생하였을때에각부품이 고장날조건부확률.

만일 계통크기 차이가 1 보다 클 경우에는 원하는 계통크기의 영향벡터를 얻을 때까지

윗식을 이용하여 한단계 한단계 씩 mapping up해나가변 된다.

충격형태가 독립고장인 경우의 mapping 은 독립고장의 사건수가 계통 내 부품 수에

비례한다는가정하에 다음의 식으로 할 수 있다. (mapping up, mapping down에 모두 적용):

Pm.1 =쁘 PII. ，
n

여기셔

Pk.I=계통크기 k에셔의 독립고장수.

윗 식에서 독립고장은 부품 한개 만이 고장 나는 경우이므로 영향벡터에서 PI 요소의

값을 Pm.! 으로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0 을 갖게된다.

모든 고장경험자료틀의 mapping 이 끝났으면 분석 대상 계통에 대하여 재평가된

영향벡터로부터 각공통원인고장사건수를명가할수있다:

N!=E간 (k=l ,...,m)

여기서

Nk = k중 고장사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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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사건 i 에 대한 영향벡터의 k+l 번째 요소 (k=l 일 경우에는 독립고장사건

수도 포함)，

T ==영향벡터의 총수.

구해진 공통원인고장 사건 수를 가지고 앞에셔 주어진 모수추정자를 이용하면 원하는

공통원인고장 정량화 모수를 구할 수 있다.

2. COCOA-WIN

공통원인고장 사건기룩 및 평가된 영향벡터들의 데야타베이스 관리와 공통원인 고장

정량화 변수 명가를 위해 개발된 COCOA-WIN 은 PARADOX[4 -45]라는 소프트왜어률

이용하여 프로그래밍되었다.

COCOA-WIN 은 크계 두 개의 모드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 중 하나는 데이타베이스

모율인 COCOA-DB 이고 다른 하나는 공통원 인고장 정량화모수 추정 모률인 COCOA-PE

이다. COCOA-WIN 올 구성하고 있는 화일들은 사용자와의 연계률 관장하는 form 화일

(*.FSL), 그리고 자료를 처장하고 있는 table 화일 (*.DB) 둥이 았으며 이외에 중간 결과냐

자료를 임시로 처장하는 화일틀로 구성되어 었다. 사용자와 COCOA-WIN 과의 연계는

form 화일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form 화얼 과의 연계만 숙지하면

된다.

가. COCOA-WIN 초기화면

COCOA-WIN 의 초기화변은 COCOA.FSL 화일에 의해 제공된다. 이 화일은 부품의

데이타 베이스를 생성， 삭제등의 관리를 하며 COCOA-DB 4- COCOA-PE 로의 통로를

열어준다‘ 따라서 COCOA-WIN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PC Windows 상에서 PARADOX

소프트웨어를 기동 시킨 후 COCOA.FSL “rm 화일을 션택하면 된다. 그렴 4-1 에는

4 - 35



COCOA.FSL 에 의한 초기화변이 주어져 있다. 이 화변에서 부품데이타 베이스의 션택，

추가，삭제 등을할수 있다.

부품 데이타 베이스의 션택은 화변에서 Component 로 가서 리스트 표시를 마우스로

누르면 현재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부품들의 이름이 제시되며 (그림 4-2) 이들

중 분석대상 부품이름올 션택하면 된다. 부품을 션택하게 되면 그 부품의 자료가 수록된

두 데이타베이스화일 들(DB 화얼 및 IV 화얼)이 자동으로 션택되고 그 이름이 제시된다.

DB 화일에는 고장 사건들의 체반 사항이 처장되어 있으며 IV 화일에는 영향벡터 관련

정보가수록되어 었다.

새로운 부품 데이타베이스의 추가， 삭제에는 New Component 버튼과 Delete Component

버돈이 사용되는 데 일단 부품이름과두 개의 데이타베이스화일 (DB 몇 IV 화일)이름을

먼저 입력시켜야된다.

데어타베이스 관리를 위해서는 부품 션택 후 COCOA-DB 버튼을 정량화모수 추정을

위해서는 COCOA-PE 롤 션택하면 해당 모률로 들어 가게된다.

나. COCOA-DB

COCOA-WIN 초기화면에셔 COCOA-DB 버튼을 션택하면 EVENT.FSL “m 화일이

제공하는 COCOA-DB 화면이 제시된다. 이화변을 이용하여 공통원얀고장 경험자료틀의

처장， 수정， 자료 추가， 삭제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각 부품에 대한 정보틀은 DB 화일과 IV

화얼의 두데이타베이스화얼에 저장된다.

COCOA-DB 화변에는 총 19 개의 field 툴이 제시되고 자료판리를 위한 5 개의 버튼이

제공된다. 또한 PARADOX에셔 제공하는 기존의 버튼들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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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A-DB 각 field 들은 다음과 감다.

• Event No.: 사건 변호 (자동지정 )

• Component: 부품이름 (COCOA-WIN 초기 화변셔 지정)

• Plant :고장 사건 발생 발전소 이름

• Event Date :고장 사건 발생 일시 (년/월/일)

• Operating Statns :고장 발생시 발천소의 운천 상태

• System: 고장난부품이 속해 있는계통

• Event Description :사건 요약 설명

• Root Cause : 공통원인 고장의 근본 면인. COCOA-DB 에서는 9 개의 근본 원인을

제시하며 이틀 충 한개를 션택하면펀다:

• Abnormal Environment: 온도 습도 먼지 합력등 안좋은 환경

- Construction Error; 건혹 상의 오류

- Design Inadequacy; 설계상 결함

- Human Action; 인간에 의한 원 인

• Maintenance; 보수 중

- Manufactnring Error; 제작상 갤함

- Procedures Inadequacy; 절차셔 의 잘못

- Unknown; 볼판명

Effect:고장원인에의한부품의영향.여기에는다음의네 가지가 있다:

• Failed; 부품 자체의 고장

- Functionally Unavailable; 부품 보조틀의 고장으로 기능 상실

- Potentially F외led; 잠재적 부품 고장

- Potentially Functionally Unavailable: 잠재잭 기 능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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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ure Mode : 손상 받은 기 능. 이 고장모드는 부품들에 따라 고유의 모드가 있으며

COCOA-PE 에서 모수추정을 위한 자료 선발시 사용되므로 잡은 고장모드에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셔 처음 나오는 모드가 아닌 경우는 COCOA

DB 에서 제공하는션택 리스트에셔 고르는 것이 좋다.

• CCF Group Size: 공통원언 고장 그룹 크기

• Applicability: 본 사건의 실제 적용 확률 (0 - 1의 값)

I.V.No : 영향 벡터 번호 (자동 지정). 이 것은 한 개의 사건이라도 가설을 여러개

셰웠올 경우 여러개의 영향벡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번호는 영향 벡터들의

순서툴을 나타내며 사용자가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고 Shock Type 을 지정하면

자동으로지정된다.

• Shock Type :충격 형태.이 형태는자체 리스트에서 제공하는아래의

세개중한개를션택;

-L: 치명적 충격

-NL: 비 치명적 충격

- I :독립 고장

• Pro_Hyper: 여러개의 가설을 세웠을 경우 각 가설의 가충치. 가설이 여러개 열

경우는 한 사건에 대해셔도 각 가셜에 따른 여러개의 영향벡터률가지고 있을 수

가 있으며 이틀 가셜은 I.V No 와 Pro_Hyper에 의해 구본된다. Pro_Hyper의 값은

0 에셔 I 사이의 값이며 한 사건의 가셜틀에 대한 Pro_Hyper 틀의 합은 I 이되어야

한다.

• Roh: 비 치명적 충격에 의해 부품이 고장날 확률. 이 값은 0 에서 1사이의 값이며

보통 사고의 성격에 따라다음과 같은 값들을 할당한다[4-6 ];

- 0.1 :비치명척 충격으로 오직 한개의 부품만이 고장발을 경우

- 0.5: 버치명적 충격으로 일부 부품틀만이 고장났을 경우

- 0.9: 비치명적 충격으로 모든 부품틀이 고장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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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I...: 영향백터 요소들. 현재 화변 크기 상 계통크기 20 까지의 영향백터률다롤

수 있도록 되어 었다. 필요시 계통크기 확장은 약간의 프로그램 수정만으로

가능하다.

• Remark: 버고

그림 4-3 에는 Hi앙1 Head Pump 에 대한 COCOA-DB 화변을 예로 보여주고 있다.

다. COCOA·PE

COCOA-WIN 초기 화변에서 COCOA-PE 버튼을 누르게되면 PARA.FSL form 화일이

제공하는 COCOA-PE 모드가 제시된다. COCOA-PE 는 고장 경험 자료들의 영향빽터를

분석대상계통에 맞도록 mapping 하고 공통원인 고장 사건 수틀을 명가한 후

정량화보수틀을 추정하여준다. COCOA-PE에서는 이천의 COCOA 가 짜공하는MOL 방법

모수추정외에 alpha factor 방법의 정량화모수 추정기능도 제공하여준다.

여기서는 high head pump 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가지고 모수추정 예률 제시하겠다. 선택된

부품에 대하여 고장모드를 션태 (COCOA-DB 와 고장모드 표현법이 일치혜야 합.

COCOA-PE 는 혜당 부품의 COCOA-DB 있는 모든 고장 모드툴 리스트 혜 주며이 중

한개률 션택하면 된다.) 하변 데이타베이스 중에서 혜당 부품의 해당 고장모드에 대한

자료들만이 선발되어 임시화일애 저장된다. 다음에 분석 대상의 계통크기률 업력하고，

추정하고자하는 모수의 종류(MOL 혹은 Alpha) 를 션택한 후 Initialize 와 Calculate 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화면 아래의 표에 추정된 모수들이 제시된다 (그립 4-4).

만일 모수 추정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show each mapping 을 션택하변 된다.이

경우에는 각 영향벡터들의 mapping 내용이 하나썩 화변에 제시되고 최종적으로는 추정된

모수툴과 분석 대상 계통에 대하여 재명가된 영향벡터들이 표로 주어진다(그립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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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과몇토와

본 연구에셔 개발된 COCOA-WIN 은 이전의 COCOA 에서는 제공하지 못한 완벽한

형태의 데이타베이스툴 관리능력을 제공과 대폭 확장된 자료저장 능력， 정량화모수

추정 종류 다양화， 다룰 수 있는 공통원인고장 그룹크기 확장등의 개션등을 동하여

공통원인 고장 자료의 데이타베이스 관라와 정량화 모수 추정올 통합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줍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통원인 고장분석 수단을 제공하여

준다.

사용자의 펀이성에 중정을 두어 개발된 체계는 코드나 사용 소프트쩨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COCOA-WIN 이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가도 쉽계 정량화모수 추정치를

얻을수가있게 되어 인력의 절감도기대할수있다.

포한 COCOA-WIN 을 통하여 공동원인고장 경험자료틀이 입력되어 데이타베이스화

되면 정량화 모수 추정 뿔만아니라 공통원인고장 원인틀 파악과 더 나아가서

공통원인고장 방지대책 수립올 통한 현전 안천성 확보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젓으로가대된다.

공통원인고장 정량화모수 추정의 핵심은 경험자료를 분석 평가하여 영향빽터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에는 고도의 전문성 및 경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셔 개발된

COCOA-WIN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혜셔는 공통원인고장 분석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한 명을 지정하여 고장 경험자료틀을 분석 평가하여 COCOA-DB 에

데이타베이스화 해 놓고 일반 분석가들은 COCOA-PE 가 제공하는 모수추정 모률에만

정근하여 각자가 필요로하는 모수들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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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KIRAP-WIN 개발

1. 개요

PSA 방법이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핵심적인 기술이 되면서 많은 PSA 응용분야가

창출되었으며， 그러한 분야에 PSA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요구들을 만록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고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활 수 있는 체계적인 소프트쐐어 개발을 위한 framework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중장기 과제에서는 그러한 framework률 제공하는 PPAM (platform for the development of

plant analysis and management codes)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PPAM은

코드의 portability, reusability (재사용성) 및 일관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혜

윈도우즈환경에서 객체지향프로그래밍 기법을이용하여 개발되되고있다.

개발중에 있는 KIRAP-WIN은 PPAM의 architecture률 이 용하여 고장수목과 사건수목을

작성하고 불확실성 분석과 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종합 PSA Levell 묘드이다.

KIRAP-WIN은 국내 원전의 많은 PSA수행에 성공적으로사용된 기존 도스 버견 KIRAP의

입증된 알고리즘과 PPAM의 재사용이 가능한객체에근거를두고개발되고있다.

또한 동일한 PPAM을 사용하여 Risk Monitor와 같은 다른 PSA 응용 코드를 개발함으로써

코드의 재사용성，데이타의 호환성등이 향상되어 KIRAP-WIN은 그러한 묘드에 기본적인

Module로 사용이 용이해 지며 이러한 접끈방법은 현재 소프트웨어와하드쐐어의 컴퓨터

기술 발달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2. 기존 KIRAP의 재요

가폰 KIRAP은 IBM-PC와 MS-DOS에 근거하여 1987년도부터 개발되었다. KIRAP은

4 - 41



아래와 같은 국내 원천의 PSA'에 광범위하계 사용된 대표적인 PSA 표드이다.

o 국내표준원자력발전소(PWR)PSA

o KMRR(한국 다목적 연구로)PSA

o 영광 3， 4 호기 (PWR)PSA

o 울진 3, 4호기 (PWR)PSA

o 고리 3， 4 호기 (PWR) 검토

。 영팡 1 ， 2 호기 (PWR) 검토

대부분의 PSA 작업은 KlRAP을 사용하여 문자 중심의 화변에서 interactive하게 수행되며，

그렴 4-6과 같이 다음의 기능을 갖고있다.

o 고장수목과 사건수목의 모멜 작성

o Custset딴절군)의 생성

o 단절군의 편집

0 충요도계산

o 민강도분석과불확실성 분석

o 다른 PSA묘드의 고장수목데 이타의 import 기 능

고장수목과 사건수목의 모벨은 KIRAP-ET와 KIRAP-TREE 모률을 사용하여 생성하며，

전체 사건수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KlRAP-l’DBEDIT를 사용하여 각각의

고장수목으로부터 사건수목이 합해진다. 고장수목 사건수목 전체 사건수목의 논리는

단절군 생성기와 불확실성 분석 모률로 전해친다. 단절군 생성기에는 두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배치모드의 K1RAP-CUT이고 또하나는 대화형 모드인 KIRAP-RESULT이며，

K1RAP-RESULT를 사용하여 단절군은 펀 집 , 수정할 수 있고 민감도 분석과 중요도분석을

할 수 있다. KIRAP은 NUPRA, CA깐’A‘ FfAP, SETS갈은 컴퓨터 쿄드에서 고장수목과

신뢰도 데이타를 불러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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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AM 개요

원전의 안전성 분석과 관리를 위한 여러종류의 컴퓨터 코드가 존재하며， 그런 코드룹은

유사한 정보와 기술을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hardwired된 데이타 구조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개발되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률 개발하는데 시간과 노력의

충북 투자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사용자는 셔로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때문에

소프트쩨어의 사용방법을 습득하는데 상당한시간을 틀여야했다.

이런 문제률 해결하기 위해 개발중인 PPAM은 미리 데이타 structure 및 코드를 포함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쉽게 클래스를 재사용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PPAM을 구홉함으로써 많은 소프트왜어 개발시 PPAM의 reusable

object들로 인해 많은 benifit을 얻을 수 있다.

가. 찍쩌I) ;C}향 기법 (OOP)의 채념 및 장검

일반적으로 procedual 언어률 이용한 천통적인 소프트쩨어 개발 방법은 PPAM의 개념을

설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PPAM을 포함한 소프트웨어틀 만드는데는 OOP가

핵섬적언 기술이다. OOP의 주요한 특성은 클래스 계층 (class hierarchy) 과 계승

(inheritance) 이다. 일단 클래스가 계층내에 정의되면 그것의 derived class (또는 subclass,

child class)틀은 간단하게 base class (포논 supeπlass， parent class) 로 부터 base class의

성질을 물려 받으면서 유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코드 개발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PPAM'에 이용펀 OOP는 C++ 언어를통해 구현하였다.

또한 재사용성이 있는 객체는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률 제공한다. 동일한 인터페이스

책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항상 동일한 화변올 보며， 이것은

사용자가 소프트쩨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을 쉽게 한다. 더우가， 이마 정의환 객체는

verification이 끌난 상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verification은 기폰 방법에 바혜 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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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계 수행될 수 있다. 이점은 특히 크고 복잡한 시스탱 개발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OOP는 개발자에게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디자언하고

개발하는데 필수적일 기술이고，윈도우즈는 사용차에계 제공되는 궁극적인 환경이 된다.

나'.PPAM의구조

PPAM은 그림 4-8과 갈이 셰가지 종류의 클래스와 데이타베이스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하어l 필요에 따라 다양한 class 를 de꺼ve 할수 었다.

(1) CanvasObject를래스

이 클래스는 Window에 display되 는 comp아lent들의 기 본 클래스로서 다른 subclass틀이 이

클래스로부터 유도되며， 이러한 category의 책체들의 모든 공통 성질은 이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진다. 예를좋어 마우스로 어떤 객체를 클려했을 때 그 객체가 선택되면서

색깔이 변하거나， 두번 클력하면 그 객체가 현집모드로 바뀌거나 하는 일반적인 공풍

성철이 정의 될 수 있다. 이런 작동은 그 클래스의 셔브클래스로 계승되어

서브클래스에서는이런 성질의 기술이 없어도 자동척으로그런 작동이 정의된다.

derived class의 behavior가 base class에 정의된 껏과 달라야 하거나 또는 정의되어 었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 behavior (00빼1서는 method라 부른다.)를 번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다시 정의펼 수 있다.따라서，실제 사용되는 잭체가 보다 구체화될 때，기존

behavior를재사용할 수 있는 장청을 가지고 있다.

(2) Canvas를래스

이 클래스는 사용자가 화면으로 보는 기본 윈도우이며. Canvas object와 갈이 이것도

다양한 윈도우들이 정보를 전개하고 조착하는데 요구되는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

성질들에는 정보를 져장하는 법 윈도우를 여는법 프린트하는 법등의 공통 성질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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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있다.

(3) Application클래스

응용소프트웨어툴 만들기 위해 주가 되는 클래스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processor의 초기화， 초기 화변등이 정의 된 다.

(4) Database

PPAM의 충요한 개영충의 하나는 얼관성있는 데이타의 관리이다. PSA는 다양한 데이타

source로 부터 데이타를 수집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여러명의 분석가가 데이타를

공유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셔 데이타의 효과적인 관리는 대단허 중요하다. 기존

코드는 대부분 그 나름대로의 양식을 가진 테이타를 사용하여 이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PPAM에서는 데이타의 효율척인 관리를 위해 SQI파 데이타베이스질의어툴

이용 데이타를 검잭하고 Update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PPAM의 다양한 기능운

객체지향형 데이타베이스 (OODB)를 통하여 최쩍화가 될 수 있으며， ∞DB의 대표쩍인

응용으로 그링 4-7과 감은기기데이타베이스를툴 수 있다.

4. KIRAP·Win

KIRAP-Win은 MS Windows 하에서 이미 입증펀 기존 KIRAP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이용하여 reengineering하였다.

KIRAP-Win은 메뉴와 마우스를 이용한 고장수목 펀집기， 사건수목 편집기. P&ID 변집기，

데이타베이스， 그리고 단절군과 노섬손상률 (CDF)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

진다. 개발중인 KlRAP-Win의 특징은 정보가 긴밀하게 연계된다는 점이다. 그림 4-9 와

감이 고장수목에 있는 한 사건은 관련된 기기의 성질까지 P&ID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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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객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어 사용자가 일관되고 펀리한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수정할 수 있다.

기기 오브쩍트는 모든 응용에서 사용되지만 고장수목에서는 기기의 고장모드가 표현 될

수 있고， P&I빼서는 기기의 그림이 표현 될 수 있다. 이것은 Canvas 클래스툴

customizε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한 윈도우에서 어떤 정보를

변경하변 자동적으로 관련있는 다른 윈도우의 내용이 일관성있게 변경될 수 있다.

냐아가셔 고장수목으로부터 사용자는 마우스의 간단한 클릭으로 연관있는 P&ID 를

검색할 수 었고 P&ID로부터 모든 관련된 고장수목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혜 PSA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활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00D8의 사용을 통하여 최적화될 수

었다.

그러나 KIRAP-Win은 사용자에계 가장 보펀적으로 제공뀔 수 있는 pC011 근거하여

개발충에 았다. 하지만 현재 이용가능한 PC용의 OODB가 상품화 되어 있지 않다.

UNIX'에서 수행되는 시판중인 OODB는 LAN을 통해 PC률 연결해 쓰고 있지만 이런

환경은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버대한 시스템이어셔 KIRAP-Win의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따라서 현재는 MS의 ODBC (0야n database connectivity)와 보변적이고 단순한 관계형

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임단 KIRAP-Winol 테야타베이스로 부터 데이타를

얽으면 그 데이타의 조작은 OOP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런 시도는 향후 DODB가

활성화될때，최소한의 수정으로 KIRAP-Win을 upgrade 할 수 있게 된다.

그립 4-10은 KIRAP-Win이 PPAM의 개념을 이용하여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며， 그림 4-11에서 4-13는 KIRAP-Win의 샘플 화변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단지

고장수목 펀집기가 구현되어 았고 종래 KIRAP의 COl쩨산 알고리즘과 단절군 생성

모률의 porting 프로세서가 진행중에 있으며， 고장수목 구성을 위한 event 데이타베이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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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중에 있다.

5. 향후계획

사건수목， P&ID, 기기데이타베이스와 갑은 응용들이 개발 계획중에 았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module틀이 통합되어. Level 1 ，2 ，3를 포함한 종합 PSA 수행 pacakge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그렴 4-14은 본 연구소애서 다른 언어와 워크스태이션상애서 개발된

코드률을 PPAM구조를 사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단철군 생성기와

그래픽 인터페이스 감은 KIRAP-Win의 모률틀이 광범이하게 그러한 응용에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있다.

6. 철과벚토의

KIRAP은 국내 면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KIRAP-WIN은

기존 KIRAPS끽 입증된 algorithm을 사용하여 Windows 환경에셔 책체지향프로그래멍 (OOP

: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기 법을 이용하여 개발중에 었다. KIRAP-WIN은 소프트혜어

개발을 위해 채사용이 가능한 책체를 제공하는 PPAM 에 근거률 두고 개발되고있다.

OOP와 그래픽 환경에셔 다양한 작엽을 수행시 일관된 정보륨 사용 가능하계 하는 종합

데이타베이스 관리가 KIRAP-WIN의 한특징이라할수 있다.

개발자에게는 재사용할 수 있는 책체의 사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가 훨씬 단축되고

소프트웨 어 평가 및 확인 (Validation and Verification)이 효과적이며 , 한펀 PSA

분석가에게는고장수목과사건수목모댈링，수량화，레포팅 등과갈은것을상당허 감소된

시간과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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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 기술기준，규칙기준，지식기준행위에서의 오류

영역 기술기준오류 규칙기준오류 지식기준오류

행위유형 일상적인 행위 문제해결행위

주의춧캠 현재 과제이외의 문제관련 항목에 방향지워짐

것에훗점

제어양식 주로 자동척 processors에 의혜 제한적，의식적

(schemata) (stored roles) processes

오류예흑 대부분예측 가능한 "strong-but-wrong" 오류* 가변적

(actions) (roles)

오류발생율 오류발생 기회 높지만，오류총발쟁률에 오류기회 처，발생

미치는영향은작다 율에미치는 영향

대

영향인자 영향 척음;내인척 요인 추 인자 외인척 요인 영향

in크

탐지 보통빠르고 어렵고，종종 외부적 개업을 통해 감지

용이성** 효과척으로감지

변화관계 제시간에 변화， 언제，어떻계 혜견된 변화가준비되거나

지식이 접근못함 변화가생길 것인지 예견되지 뭇함

모

*. 현재의 상황보다 이 천의 경험에 펀향띔

U; 1. Woods의 모의제어반 실험 (99개의 시나랴오， 8개의 사건， 23명의 경협있는

운전훤)에 의하면 모든 오류의 213가 탐지 안했고수행오류 (slips and lapses)

는 1/2이 상태파악오류(규칙기준.지식기준mistake야는 100%가 운천원자신에

의해 탐지 안됐음

2. EPRI의 OR티HeR 실험 (pRA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혜 수행，

운전원은 숙련됐지만여러 회사의 운천원이 참여했기에 운전 철차셔의

명확성과완결성부측)에 의하면 수행오류의 15%，탕지，진단，결정과정에서

쟁간 오류의 37%가 운천원자신에 의해 탑지 안됐음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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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인간기놓이상과 관계된 사건의 기술과 분석에 대한다국변척 분류

인간기능이상의

외부적모드

• 명시된과제 수행얀함( 행위 누락， 부적합한 수행， 잘뭇펀

시간맞춤)

• 정도를 벗어 난(erroneous) 행위 수행

쓸데없는(extraneous) 행위 수행

• 여러가지 사건이나 잘못의 sneak-path, accidental timing

내부적인간

기능이상

• 탐지，확인，결정(목적，목표，과제의 션정 >•

• 행위(운천，사고경위，수행，의사소통)

인칸기능이상의

기제 (mechanisms)
• 분별(고정관볍 고착，친숙한지름길， 고정관념의 일탈， 친숙한

형태 인식 못함)

• 입력된 정보처리 파정(정보받지 붓함，해석잘봇，가정)

e 격리펀 행위 잊음，대안의 mistakes. 메모리의 slip)

• 추론(조건이나 부차적인 효과 고려치 않융)

• 물리적인 공동작용(운동다변성，공간의 잘못된 방향)

쐐여능

자

카
이

이
ι

간

인

-
황

인

원

-
상

수행에

영향끼치는 언자

인간과제

• 외부적 사건，과도한과제요구，운전원 무능력 고유의 인간다변성

• 과제특성，물리적 환경，작엽시간특성

• 주관적 목적과의도 정신적 부하 resources에 영향끼치는인자

• 부품설계，절차설계，제작，설치，검사，운전，시험과보정，보수와

정비 , logistics, 경 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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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언깐오류 유형

창고문현 인간오류유형

ASEPHRA 사고천 과제 (pre-acciden t)와 사고후 과체 (post-accident)

SHARP 유형 1: 보수.시험과 관련된 오류

유형 2: 초기 사건을 유밥하는 오류

유형 3: 절차서에 따르는행위를봇하는오류

유형 4: 상황을 악화시키는 오류

유형 5: 회복행위 수행시 발생하는오류

Revised SHARP 유형 A: 보수.시험과관련된 오류

(1990)
유형 B: 초기사건을유발하는행위

유형 c: 절차에 따른행위와회복행위 수행시 발생한오류

IAEA Guide 유형 A: 보수.시험과관련펀 오류

유형 B: 초기사건을유발하는행위

유형 c: 절차에 따른행위와회복행위 수행시 발생한오류와상황을

악화시키는오류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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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인간신뢰도분석 방법론에셔 고려하는 수행특성인자.

방법론 수행특성 인자

HRA핸드북 과제형태， 회복인자， 의폰성， 스트레스， 부품형태， staffing, 훈련.경험，

관리와 경영，절차서，친단여유시간，인간-기계 연계

정도

HCR 운전원 여유시간，수행시간， 경험， 스트레스， 안간-기계

연계 정도， 기술/큐칙/지식의 인식정도 (Rasmussen의 S-R-K 구조 )

OR파HCR 철차서，인식북잡성 (Rasmussen의 S-R·K패러다임을 5개 로 구분)，

인간-기계 연계와 운천원 보조물， 팀구조와의사소통， 스트레스，운전원

경험과 훈련，운전원 여유시간，수행시간

MAPPS 지적능력과지각운동능력 피로 열 과제와세부과제에대한

기술요구사항，과제수행에 대한 접근가능성，의북착용여부，보수절차，

스트레스 (시간，의사소통，방사능，능력차이)，작업자의 효융성，조직， 분위기

OA~ 여유시간， 영향끼치는 인자

SLIM 과제/진단，스트레스，시간압박，결과，북잡성，팀획

STAHR Influence Diagram을 사용한 천문가 판단의존; 체어실의 설계，

철차서，운천원 역활，팀워，스E 레스， 동기부여， 운전현 훈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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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이>erator restores SCS train"의 세부과제에 대한 HRA Handbook 자료

Task BHEP Source PSF Source P(F)

A O.αη1 20-23(a-l) O.α)01

B 0.003 20-7(3) or 0-1 (5) /3 3-8(5) 0.001

C 1-{1+0.99)/2 20-17(HD) fromB 3-8(5) O.α)05

D 0.003 20-7(3) or 0-1 (5) 13 3-8(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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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기 수행된 PSA'에서의 HRA수행방법 및 자료 정보 (211 1)

Oconee PSA

#
’
@-

수행정차 인간오류유형 선별치 정량화평가모델 의존성/불확설성 사용데이타

평가

Oconee 1. Unavailability Error 유형 1: HRAh없ldbook 유형 1. HRAET 의존성: HRA Handbook,

HRA절차 (U): 초기사건 발생전 상한치 LD.MD.HD.CD 사고해석결과및

얼어난오류 유형 2: 3.0E·3 유형 3，4: 모의제어반

-션별단계 유형 3: 1.0E-2 Confusion 유형 1:기능적， 시간정보(HeR)

-문제해결 2. Inadvertant Action(I) 유형 4: 1.0E-l Matrix, HRA ET 상태의폰성

단계 :사건진행동안무의식 유형3，4，5: 전문가의견，

-셰분화 으로계통실혜륭초래 .부과제 사이의 타 PSAdata

단계 하는오류 의존생

.행위사이의

3.0뿜rator Inhibits(OI) 의존성

:오진단으로계통실패

를유발하는오류 불확실성:

• Lognormal,

4. Operator Fails to(OF) • Beta

:사고전재시 운천원이 (O.l<HEP< l.O)

필요한행위룰수행하

지 못하는오류 EF: 5 (> 0.001)

EF: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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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기 수행펀 PSA'에서의 HRA수행방법 및 자료 정보 (4/1 1)

Seabr’ook PSA

수행절차 인간오류유형 선별치 정량화평가모웰 의존성/월확실성 사용데이타

평가

THERP I ‘ 보수，시험 、보정에 특별한언급없옴 유형 1. SLIM 의존성 :ZD.LD. HRA Handbook.

관련띈오류 MD.HD,CD 전문가의견，

유형 2，3，4，5: 사건이력

2. 계홍의 자동반응율 SLIM,

보충하는데 살돼하는 Confusion 불확실성:

오류 Matrix.OAT - Lognonn쩌，

HRAET
3. 계통의 자동반응올 오차안자:

변화시키는데 실패하는 90%: Handbook

오류 상한치

10%: Handbook

4. 제어와관련현 오류 하한치

5. 회복조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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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치 수행된 PSA'에서의 HRA수행방법 및 자료 정보 (5111)

Palo Verde IPE

수행절차 인칸오뽑유형 션별치 정량화평가모텔 의존성/불확실성 사용데야타

평가

SHARP 1.보수，시험，보정에 유형 1: 언굽없음 HRAET 의폰성: HRA Handbook,

관련된오류 LD,MD,HD,CD

유형 2,3,4:

2. 초기 사건을 유발하는 BRA handbook 션별치

오류 불확실성:

- Lognormal,

3.사고발생시 안전계통

작동을설패하는오류

4.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종결사키는데 실패하는

오류

5. 회복조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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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기 수행 된 PSA'에서의 HRA수행방법 및 자료 정보 (8/1 1)

Surry IPE

수행절차 인간오류유형 션별치 정량화평가모댈 의존성/불확실성 사용데이타

평가

SHARP 1.초기사건 발생이전의 타PSA 결과를근거로 유형 1: 정기점검 의존성: HRA Handbook,

보수，시험，보정에 정성적선별 을고려한수학 언급없음 사고해석결과및

-자료수집 관련된오류 적모댈사용 모의제어반

-오류파악 시간정보(HCR)，

-자료션별 2. 초기사건을유발하는 유형 3: OAT, HCR 불확실성: 전문가의견

-중요인간 오류 - Lognonnal

오류선별 회복조치실패확률

-상세분석 3. 초기사건 별생후의 주제어설: EF: 5 (> 0.(01)

-결과해석 오류 10-30분 0.32-1.0 EF: 10 «0.001)
문서화 .자동기동실패시수동 30-120 0.1-0.32

기동에 실패하는오류 >120 0.01-0.32

-비상운전 절차서 수행

시 발생하는오류 현장:

-기기고장으로발생한 <60분 1.0

안천기능상실시회복 >60분 0.32

조치 실패오류



표 4-6. 기 수행된 PSA:에셔의 HRA수행방법 및 자료 정보 <9/11)

AP600PSA

‘‘
’
@@

수행절차 인간오류유형 선별치 정량화평가모렐 의존성/불확실성 사용테이타

평가

Revised 1.초기사건 발생이전의 언급없음 진단오류， 의존성: HRA Handbook,

SHARP 보수，시험，보정에 수행오류로 북구조치의 WIHPSA

관련된오류 분류평가 설패오류는 Guidebook

그이전실패

2. 초기사건을유발하는 W/H PSA 과제와

오류 Guidebook자효 moderate

직접사용 의존성

3. 초기사건 발생후에

일어난오류 sπess level:

과도상태 (2), 불확실성:

* error of commission LOCA,LOOP,ATW 언급없옴

파악에노력 s 수동RCS감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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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기 수행펀 PSi\!에서의 HRA수행방법 및 자료 정보 (1 1/11)

System 80+ Shutdown PSA

휴l

@
∞

수행철차 인간오류유형 선별치 정량화평까모텔 의폰성/불확실성 사용데여타

평가

SHARP 1. 초기사건 발생이전의 타 PSA결과및 f필AET 의존성:부과제간 i않AHandbook ，

보수，시험，보정에 운전경힘을근거로 및 운전원간의 ASEP 절차서，

관련된오류 정성적선별 복구조치단계 의존성평가 전문가판단

에서 고려된 행위

2. 비교적 간단한작업 -소외천원 복구 불확실성:

수행에 실패하는오류 .대기 AC전원에셔 - Lognonnal

4.l6KV안전모선

3. 복잡하거 나 연속작업 과 으로철체

관련된오류 -고장난기기를

bypass하는 조작

4. 북구조치 실패 오류 -자동작동실패

후수동조작

-수동조작밸브

작동

-간단한기가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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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COCOA-WIN 의 시작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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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2. COCOA-WIN 화면 (부풍 션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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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Pamdox .or Windows 톨톰

멜
-

Component: High Head Pump

Operating양atus: 톰unctional Tes1inn

EventDe앓ripti뻐 :

!Two of three SI pumps bound by pipe hangar
nstallation •.•

Deslgnlnad때uacy

Failed

LV. No Shock Type Pro_Hyper Roh

1 NI.. I 흐 1.뻐 0.50

Failure Mode: Fail to start

CCFGr빼Size:C----

Pi P2 p3 P4

α00 1.00 0.00

P5

때 occwingB여ore commercial operation detected as a results of startup testing •••

1 of 221EVE’‘T.DBI

그림 4-3. COCOA-WIN의 COCOA-DB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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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COCOA-WIN 의 COCOA-PE 화변 (MGL 모수추정)

(자세한 모수추정 과정 보여주지 않는 모드)

4 -72



흩 -펀펠，~.-.' Paradox for빼

딴
-

PO P1

0.00008+0 0.00008+0
2.2500e.1 6.75ODe.1
O.oOOOe.O o.ooone를0

O.oDooe흩o O.oODOe+O

P2

0.00008+0
O.OOOOe+O

7.5000e-2
O.OOOOe흩0

P3

0.00008+0
O.OOOOe+O

2.5000e-2
O.OOOOe+-O

P4 p5 P6 P1

*1 of 13 IX·MAP.D8J

그림 4-5. COCOA-WIN 의 COCOA-PE화변 (Alpha factor 모수추정 )

(자세한 모수추정 과정 보여주논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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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6. 기존 KIRAP의 구조

4 -74



Application

Fault Tree Application

Event Tree Application

PID Application

Canvas

~ FaultTree

Tree <-...
、-EventTree

PID

Ch하t

CanvasObject

e

e

여

.
여

N

N

빠

많

‘
l‘

‘l

띠

히

a

v

F

E

<
e.

여

N

Component

ChartObject

그령 4·7. PPAM의 구조와 클래스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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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기기 OODB의 계층 구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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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KIRAP-Win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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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1 1. KIRAP-Win'에서 고장수목 응용의 Main Window 덤프

4 -79



i
~ EventEditorl

Name !GA-TR-B E관

Desc INO FLO빼 FROM SYSTEM휴 TRAIN

Mean 10.000e+0

CalType ro펌

Lambdo區i끓o

Tau IO.OOOe+O

EF 10.000e+00

D많i퍼셉s낡t따T까yp야e lμL매o매떼9믿n삐l

CorN뻐o \0

그림 4-12. KIRAP-Win에서 고장수목 응용의 Event Editor.화면 덤프

4 - 80



Event DB ...

BC 0 EFG 에 I J

한랜꿇화퍼덜굉련략뢰
IDefine뼈 Tophen‘! 딴현

￡

IShowSel때O뼈 l 환련 많관괴

l낼 lDefi빼erol
LUlnfl찌Ii

A: Hame|!i1BoggplEcvEe%ntsntusgl|힐

B: Type
l-

c: Is Transfer? Yes 에0 • Don‘t Care

0: Ii ofOc때매nc훌 I
E : Is Marked? Yes ”。 • Don'l Care

F : Is Deleted? Yes No • Don‘t Care

G : Hils Children 1 Yes No • Don‘I Care

H: 빼odularEvent? P s 애D. Don't Care

I : FalVSuccess? F s • Don‘t Care

J: Page fI from ‘to IE

I Tra빼rS빼

I FT Editor I
Get Selected Event

Event DB

A:Hame

A-PP..A
홉힐II
H.PP..A
B.PP..u
EP..A
EP-B
GA-PP..A
GA-PP.B
GA.TR.A
GA-TR-B
GB-PP ..A
GB-PP-B
GB.TR.A
GB.TR.B

그렴 4-13. KlRAP-Wia에셔 고장수목 응용의 Database 관리 화변 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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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

꿇IRAP...'씨f꿇l KOSSN ROMAS

KOSSN : KAERIO야rator Supp아ting System [4-50]
ROMAS: Reliability Oriented Maintenance Assistant System

PEPSI: Probabilistically Evaluated Plant Safety Indicator [4-48]

그렴 4-14. PPAM을 기조로 한 향후 응용 프로그램의 Reengineering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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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신기술접목연구

저Q 1 절 동척 PSA 방법을 이용한 려스크 관려용 PEPSI

방법론 개발

1. 연구배경

가.깨요

PSA는 원전의 기기， 계통， 운천을 종합적으로 모웰하여 원천의 안천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셔 원자력 산엽계에서 WASH-l400 에 의해 PSA 가 최초로 수행된 이래 발천소

안전성의 평가 및 셜계개션등 여러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 방법은 단순

명균 개념에 입각한 정적 PSA 방법으로서 주어진 설계 및 주어진 계풍 운영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천성을 평가하고 있다.

PSA 방법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PSA를 이용하여 운전중인 원천의 얀천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즉， 원전의 안전성은 때사마다의 각 기가，

계통등의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보수등과 관련한 원전의 관려 방침에 따라

안전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사항틀을 반영하여 현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PS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미국 NRC 에셔는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각 원전의 운전이력을 반영한 기기 빚 계통의 신뢰도 명가와 이에 대한 보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려 하고 있다.

원전의 운영올 반영하여 안전성을 명가하는 데에는 크게 두가지를 고려할 수 었다.

하냐는 기기의 작동상태 변화에 따른 계통 상태 변화와 다른 하냐는 기기의 운전이력

(시험，보수，운전，고장)에따른기기 신뢰도의 변화를반영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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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PSA 방법을 이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소에서는 기기

작동상태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PEPSI (Probabi1istical1y Evaluated Plant Safety Indicator)

블 개발한 바 있으며 [5-1 , 5-2], 미국의 EPRI 사에서 동적 PSA를 이용한 원전 리스크

모니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였다. 기가 이력을 반영하여 계통 신뢰도를

평가하는방법으로서 미국 Brookhaven 국랩연구소에셔 연구를 [5-3] 수행한바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정척 PSA 방법은 운전중인 원전의 안전성 명가에 적용하기에는

척합하지 못하다. 그 이유로는 리스크 관라를 위해서는 기기 작동상태의 변화， 즉 기기

작동상태나신뢰도의 변화를 기폰의 정적 PSA 에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셔는 동적 PSA 개념을 도입하여 원천의 운영상황을 반영하여 원천의 얀천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 개발된 PEPSI 의 방법을 기초로 기기

작동상태에 따른 변화률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방법을 기초로 기기의 운천이력을 반영하여 계통 신뢰도 및 원천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방법을제시하였다.

냐. 동척 PSA

동적 PSA의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궐 수 있다. 하나는 순간 안전성 평가 (instantaneous

indicatoη 이 며 다른 하나는 사간 평균 안천성 평가 (time averaged indicator) 이 다. 순간

안전성 평가에셔는 원전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수시로 분석 대상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주로 기기 작동상태 변화의 효과를 펑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법은 주어진

시간에셔， 죽 현 상황에서 기기의 운천상태에 따른 원전의 안천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보수중인 기기틀의 보수 우션순위 평 가， 기 술사양서 (technical specifications) 감시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서간 평균 안전성 명가에서는 분석 대상의 안천성을 일정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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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알정기간동안， 즉 한 분기나 일년동안에 각의

운전이력을 수집.분석하여 주요 계통이냐 주요 기기에 대한 신뢰도 또는 성능

(perfom뻐lce)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기의운전이력을수집펑가하는것은크게두가지로나됩수있다. 하나는 주어진기기

또는 유사 기기그룹에 대해 지나간 어혁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명가하는 것이다. 이

신뢰도 값은 지난 특정기간동안 특정 기기의 성능에 해당되며 이 신뢰도률 특정기기의

대표적인 신뢰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셔 기기의 신뢰도 평가란 이에

기초한평가를의미하고있다.

다른 하나는 유사기기그룹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추후 분석에 사용할 기기그룹 신뢰도률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보통 장기적으로 많은 수의 기기를 대상으로 이력을 수집하여

신뢰도를 구하며 다른 원전의 자료륨 사용하기도 한다. 이 목적으로 신뢰도를 구할 때는

단기간 구해진 륙정 기기에 대한 자료만을 토대로 계산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원전

기기는 신뢰도가 높아 고장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단겨간 특정 대상에 대한 고장융을

가지고 이 기기그룹 천체의 신뢰도를 평가하면 많은 오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의 기기 신뢰도 명가는 장기적인 기기 이력분석과타원전의 신뢰도 자료 수집，

aging 효과 분석등에 대한 연구가 펼요하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다.

그외 분석 대상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분석 대상은 기기，계통이나 훤천 전체가 될

수 있다. 분석 대장이 기가인 경우에는 간단허 기기에 대한 운전이력을 수집하여 기기

신뢰도를 명가하게 된다. 만일 분석 대상이 체통연 경우에는 그 계통내에 있는 모든

기기에 대해 운천이력을 수집하여야 하며 계통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혜서는 계통

모옐을 기가를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분석 대상이 훨천 천체언 경우에는

원전을 사건수목과 고장수복을 사용하여 기기 단위까지모옐한 후에 분석을 수f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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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셔는 계통모텔을 트레인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법은 트레인 단위로

운전 이력을 수집하고 분석하므로 분석 및 모텔이 간단한 반면， 계통을 정확하게

모멜하지 못하는단점이 있다.

다. 미국의보수큐청

1991년 7월， 미국면자력 규제위원회 (URNRC) 는 ”원자력발전소에셔 정비효과 감시” 에

관한 법 률， 즉 정비규정 (Maintenance Rule), 10 CFR 50.65를 발표하였 다. 이 연방법 (federal

law) 은미국내 원자력발전소들이 정비활동을 수행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내의 원전에 대해서 1996년 7월까지 이 법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비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자로 냉각재 경계의 건전성 유지， 원자로 정지，

안천정지조건 유지에 필수적 인 구조물， 계통， 기 기 (Structure, System, Component : SSe) 에

대해 성능 목표률 정하고 성능을 감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셔 SSC는 안전계통뿔만

아니라안전계풍의 기능을수행하는데 필요한비안전계통까지도포함하도록되어 었다.

SSC의 성능은 각 SSC가 추어진 기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도 평가혜야 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 본다변 sse의 신뢰도가목표치 이상을 유지하는 가도 중요하다. sse 의 신뢰도

목표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SSC에 대한 운전 이력을 수집하고 이를 명가하여야 한다.

계통의 선뢰도평가률위해서는고장수목모탤과갈은 PSA 모탤이 필요하다.

보수규정이 발표된 후로 미국의 원천 운영자틀깐에 동적 PSA 방법론을 이용한 현천

리스크 평가 도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NUS

Corporation 등에셔 PEPSI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바 있으며 미국 EPR! 사에셔도

유사한 소프트쩨어를 개발중에 았다. 미국 NRC의 정비규정이 명확하게 동적 PSA률

이용한 리스크 관리 도구의 설치.운영올 요구하는 것은 아나지만 동척 PSA 는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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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요구하고있는 SSC의 성능평가에 적절한방법이라고판단된다. 그외에도동적

PSA 는다른여러가지 사항에 대한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있다.

본연구소에서개발한 PEPSI 와같은동적 PSA 를이용한 리스크관리자률이용할경우，

기기 및 계동의 성능 펑가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PEPSI 어l셔는 주요 기기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보수 또는 시험을 수행할 때， 즉 기기

작동상태가 변할 때마다 이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원전 전체에 대해 노심흔상빈도

(안전성의 한 척도) 를 명가하도록 되어 았다. PEPSI 에 입력이 되는 원천의 PSA

모텔에셔는 각 계통의 모웰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PEPSI의 기능을 약간 확장시키면

주요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다.

포한현재 NRC 정버규정에서는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비규정의 시행을 통하여 원천

천체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이 NRC 의 추후 목표로 판단된다.

PEPSI 와 갇온 도구는 현재의 정비큐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항뿔만 아니라 앞으로

예흑되는원천 천체의 안전성 펑가룰수행할수있도록하여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주요 기기 및 계통의 성능을 감시하고 령가하는 것은 동척 PSA 방법론에셔 다음과 갈이

수행될수었다.

• 기본적으로 PSA 모옐에 포함되는 기기툴은 정버규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버안전

SSC에 속한다. 따라서 PSA에셔 모웰되는 모든 기기틀은 감시 대상에 속한다.

• PSA 에서 모텔되는 모든 기기틀에 대해 고장이 발견되거나 보수 및 시험에 틀어간

경우는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즉， 기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기록을

입력하고데이타베이스로유지하는기능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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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기의 고장이나 보수논 매우 희귀하므로 순간명가방법으로는 평가가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년평균 개념의 시간평균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 주요 계통에 대해서는 주요 기기를 기본단위로 고장수목 모텔을 사용하여 기기의

이혁을 바탕으로 주요 계통의 안천성을 명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순간평가방법과 시간평균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원전 전체에 대해셔는 고장수목과 사건수목을 모텔하고 (즉. PSA 모렐을 구성하고)

주요 기기의 이력을 바탕으로 안천성을 평가한다. 이 경우에는 순간평가방법과

시간펑균방법 모두를 사용할수었다.

라'. PEPSI 악 가능 도훌

PEPSI 의 기능은 다음과 갇은 젓이 포함되어야 한다 .

• PEPSI 의 기본척인 기능은 원전 전체의 리스크 (노심손상빈도) 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텍 있다. 이는 대상 원전에 대한 PSA 모텔을 구성하고 기기들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엽력하여 매시마다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함으로서 수행될 수

있다 .

• 원전 전체의 리스크률 시간의 함수뿔만 아니라 분기 포는 주기별로 평균하여

평가할수있어야한다.이는위에서 계산된 이력올저장하여 이를토대로명가될 수

있다.

• 여러 기기에 대한 보수가 펼요할 경우 이에 대한 보수우션순위를 제공함으로서

보수를 효율적으로 또한 얀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주요 기기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기 이력을 바탕으로

평가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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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계통에 대한 신뢰도를 펑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기 이력과 계통

고장수목 모댈을 토대로 평가될 수 있다.

• 기기 이력관리 (기기 고장，보수，시험，운전시간등)는 PEPSI의 기능에 필수적이다.

여 외에 현재 PEPSI 의 기능에는 없지만 추후 추가될 수 있는 기능들은 다음과 갑다.

• PSA를 이용한 완전 기술사양서 평가는 기술사양셔충 시험주기 빛 허용정지시깐

(Allowed Outage Time) 명가중 일부 기기에 대혜서는 가능하다. 기술사양서 중 약 10

에서 20% 정도논 PSA 로 평가가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았다.

• 실시간으로 혀용정지사간을 설정하는 방볍은 현재 척철한 모웰이 개발되지 않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모웰이 개발되면 이 기능을 포함힐 수 있다.

2. 방법론개발

본 절에셔는 먼저 기존에 개발되었던 PEPSI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기폰 PEPSI에셔는

실시간으로 리스크를 재펑가하는 문제와 PSA 모텔을 동적 PSA용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겠다. 리스크 재명가에셔는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한 것과

최소단절군 채산에 의한 방법을 시험하였다. 동척 PSA 모멜 구성에서는 기기와

고장수목·의 사상을 일치시키는 방법과 공통원인고장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율

정검하였다.

가. 기존의 PEPSI시스햄 채요

PEPSI는 본 연구소에서 동적 PSA 보텔을 사용하여 원전 리스크 평가률 수행하도록 개발된

코드로서， 시간의 흐릅에 따라 각 계통/부품의 상태가 변함으로셔 영향을 받는 원천

안전 성을 동적으로 평가하는 PSA응용 도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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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 는 다음 그럽에서 보는바와 같이 KAERl에셔 1단계 PSA 수행을 위해 개발된 KIRAP

전산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PEPSI의 입력으로는 크게 두가지가 었다. 하나는

특정발전소에 대해 노섬손상 모텔에 나타내는 최소단절군이며 다른 하나는 각 기가의

상태이다. PEPSI는 기기 상태에 따라 각 기기의 고장율을 재계산하고. K.IRAP의

계산모률은각거기 고장율과최소단절군을기초로 노섬손상빈도를계산한다.

보수
Current Plant

우선솥위
Plant Safety

Safety History

\/
KIRAP Current

Module
뉴-- Componen~

Status

PSA Mode

PEPSI 의 구조

PEPSI'에셔는다음과칼은 기능들이 사용자의 션택에 따라 수행된다.

• 각기기의 상태 수정

• 현재의 발전소안전성 평가(노심손상빈도계산)

• 발전소얀전성이력:시간의함수로노심흔상빈도처장한후그래프로제시

• 고장난 부품의 보수 우션순위 결정

나. 기촌 PEPSI 의 묻쩨첨

초기에 개발된 PEPSI에는 크게 두가지 푼제점이 발견되었다. 하나는 기존의 정적인 PSA

모멜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셔 나타나는 문제점과 다른 하나는 최소단절꾼을 미리 쟁성하여

사용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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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는 PSA 결과를 바로 이용하여， 원전의 리스크 관리 (risk monitor) 및 보수우션순위

결정을 위한 코드로개발되었다. PEPSI 에서는한기기가보수에들어갈경우，그기기에

해당하는 기본사상의 고장확률을 I로 처리하여 단순허 이률 최소단절군을 대입하여

노섭손상번도툴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콘 오차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예로서 그 가기의 고장 확륨이 매우 낮을 경우 이 기기에 해당하는

기본사상들은 많은 부분이 최소단절군을 계산하면서 철삭값 (cutoff value) 에 의해 사라질

수가 았다. 이 경우 이 기본사상율 포함하는 최소단절군플중 일부만이 남아았으므로，

계산된 최소단절군에 단순허 그기본사상의 값을 1로처리하면 결과가 상당허 낙관척으로

명가될수있다.

또한 PEPSI 에셔는 기존의 PSA 모텔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존 PSA 모댈에서는

계통의 운천을 가정하고 고장수목 모텔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계통 운천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었다.

다. 리스크재계산

1) 채계산방법채발

동적 PSA률 이용한 리스크 관리자률 개발하려면 크게 두가지 부혹한 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적절한 시간내에 리스크 (계통 신뢰도， 노심손상빈도둥) 툴 째계산활 수 았어야

하며，다콘하냐는PSA 모댈을 PEPSI용으로 구성하는 작엽이 있어야한다.

PEPSI개발 초기에는최소단절군을채계산할 경우 너무 많은 계산시간이 예상되어 기기의

상태가바뀔때마다최소단절군을재계산하는방법을사용하지뭇하였으며 최소딴절군올

미리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그 후 앞에셔 설명한 바와 강은 문제정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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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PSA를 이용한 리스크 관리자룰 실제 원전에 설치하려면 기기 운천상태가 변할

때마다 리스크 재계산을 약 5분에셔 10분 정도 이내에 수행하여야 현설성이 었다고

판단된다.

리스크 값을 계산하는 하나의 대싼으로서 최소탄절군 계산없이 Monte Carlo 방법으로

고장수목과 사건수목으로부터 노심손상빈도 값만은 재계산하는 방법이 논의되어 이에

대한방볍론이 개발되었다.이 방법은뒤에 셜명된다.이 방법을이용하변 노삼손상빈도롤

얻는데 486 - 66 MHz PC에서 약 3분에셔 1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정도의

계산시간이변단순한리스크관리자로셔사용하는데는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Monte Carlo 방법은 리스크 계산애는 큰 푼제가 없지만 동적 PSA의 다른 기능틀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최소단절꾼을 계산하지 않음으로셔 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필요한 정보틀을 적철히 얻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었다. 예로서 기존

PEPSI의 거능으로 있는 보수 우션순위 결정을 이 방법으로는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수 운션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수중인 각 기가까 보수 완료되었올 때의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의 방법을 이용하변 각 보수중인 기기에 대해

3분에서 10분 정도의 계산시간이 소요된다. 여러 기기가 보수중인 경우에는

보수우션순위를쩔정하기 위해 수십분에서 수시간이 소요될 수있다.

따라셔 이 방법을아용한리스크 관리 도구인 PEPSI 의 개발은 충지되었으며 다른 방법에

대한연구가진행되었다.

동적 PSA 방법을 아용한 리스크 관려 도구의 개발을 위해셔 현재로서는 최소단절군

계산에 근거한 방법이 최션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장수목 및 사건수목으로부터 최소탄절군을 빠른 시간내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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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I 가 초기에 개발되었을 때 비해 KIRAP 의 최소단절군 계산부분에 대한 보완이

그동안 이루어졌다. 계산 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386 PC 용으로 KIRAP을

채컴파일함으로써 약 3배 이상와 속도 향상을 이루었다 [5-4]. 포한 그동안 PC의 눈부선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PSA 모델 (사건수목과 고장수목) 로부터 빠른 시간내에 최소단절군을 계산하기

위해 고장수목 모률화 기법을 도입하였고 이 기능을 KIRAP 에 포함시켰다. 고장수목

모율화 기법을 사f- 꽉여 실제 원천에 대한 PSA 모텔로부터 최소단철군을 계산한 결과，

지금와 486 PC 에서 약 10분 정포의 시간내에 최소단절군을 계산하고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고장수목 모률화 기법은 뒤에 따로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로 인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절한 시간내에 최소단절꾼을 재계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셔게 되었으며 실제 면전의 PSA 모댈을 약 10분 이내에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시험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시판되는 고성능 R 을 사용한다면 이 시간을 상당한

정도로 줄일 수 있을 젓이다.

2) Monte Carlo 방법을 애용환고장수목확활폈계산방법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하여 고장수목 정점사상 (top event)의 확률올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계산 시간반 적절하다면 여러가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특정은 다읍과

같다.

• 각 기본사상의 확률이 커도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반변 최소단켈군으로부터

값 계산은 대부분 희귀사상 (rare event) 근사를 이용하여 기본사상의 확률이 0.1보다

큰 경우에는 오차가 많다.

• 고장수목으로부터 최소단정군계산없이 직접 확률을계산활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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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시간이 고장수목크기에 비례한다.반면에 최소단절군계산은거의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Monte Carlo 방법에는여러가지 방법이 었다. 가장기본적인 방법은다음과같다.

a) 하나의 기본사상에 대해 난수 (random number)룰 발생시켜 난수가 기본사상

확률보다 작으면 그 기본사상은 true, 크변 f외se 로 한다.

b) 모든 사상에 대해 (쩌 의 방법으로 각 사상의 상태 (true, false) 를 정한다.

c) 고장수목모텔과기본사상의 상태를이용하여 고장수목정캠사상의 상태를구한다.

d) 위 과정을 n 번 시도하여 정정사상이 true 인 횟수를 f 번 얻으면 정점사상의 확률은

간단허 fIn 이 된다.

이 방법은난수생성 횟수가상당허 많다. 기본적으로 m 개의 사상이 았고 n 번의 시도률

하면 난수는 m *n 번이 생성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난수 생성은 계산사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툴 보완하기 위해 H. Kumamoto는 Dagger 앓rnpling방법 [5-5]을 개발하였으며，

그방법은다음과갈다.

a) 하냐의 기본사상에대혜 난수를 발생시킨다.각 기본사상의 확률을 p 라고 할때 이

기본사상은 (lIp) 번의 사도중 한변만 true가되며 나머지 시도에서는false가된다.

예로서 p= 0.2라면， 이 사상은 5 ( = 1 10.2)회 시도마다 한 번은 true가 되며 나머지

4회에 대해서는 false가 된다. 생성된 난수 r여 0.5일 경우는 5번 시도충 3번째

시도에서는true로 냐머지 시도에셔는 false로 처리한다. 5회의 시도가 갈나면 다시

난수를 생성하여 그 다음 5회중 true가 되는 한 시도를 정하고 나머지는 f외se로 한다.

b) 다른 모든사상에 대혜셔도이와같은 방법으로 각기 true가되는 시도를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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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각 시도에서 고장수목모탤과기본사상의 상태를 이용하여 고장수목 정점사상의

상태를구한다.

d) 시도를 n번 반복하여 정점사상이 true인 횟수를 f번 염으면 정점사상의 확률은

간단히 fin이 된다.

Dagger 앓rnpJing 방법을 이용하면 난수 생성수가 적어천다. 예로셔 각 사상의 확률이

0.001이라고 하변 난수 생성수는 1000회의 시도마다 한번썩 하면 된다는 것을 풋하며

기본방법에 비해 난수 생성수가 III아)()로 줄어든다. 그 차이를 그렴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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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본 방법

Dagger sampling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하여 예제 고장수목을 대상으로 계산시간을

점검하였다.예체 고장수목온 372 개의 게이트 사상과 376 개의 기본사상을 가지고 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기셔 각 hatch 에서는 2아뼈 번씩이며 10개의 batch 에 대해

계산올 수행하였다. 여기의 결과를 보면 20000 번 이후에는 거의 잡은 값흘 가지는 것을

알수있으며 약 2아뼈내지 5아뼈번 정도의 시도로 원하는값을얻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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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사상의 값에 따라 필요한 시도 회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체의 문제에서는

시도수를 약 10번이상의 f외se 값을 가질 정도로 한다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예측된다.

Batch # ofFalse Sum of (# of False 1Trials) Probability

9 9/2α)()() 4.50e-4

2 10 19/4α)()() 4.75e-4

3 9 28/60000 4.67e-4

4 9 37/8α)()() 4.63e-4

5 8 4511아)()()() 4.50e-4

6 10 55/12아)()() 4.58e-4

7 9 64/14때00 4 .57e-4

8 9 73/160000 4.56e-4

9 9 82/180000 4.56e-4

10 9 91/2()()o(삐 4 .55e-4

다음은 두가지의 예제 고장수목을 대상으로 계산시간을 점검하였다. 사용한 기기는 486

66 MHz PC 여다.

고장수목크기 방법 시도수 계산시간 버고

케이 E 372 개 기본방법 50，이)() 125 초 난수 계산에 많은 시간 소요

기본사상376 개

게이트 372 개 Dagger 50，아m 24 초 기본사상 상태 계산에 약 66

기본사상 376 개 Sampling 방법 200，아)() 97 초 %, 고장수목 상태 계산에 약

29% 로계산시간소요

게이트 728 개 Dagger 50，아m 42 초 계산시간은 거의 기본사상

기본사상676 개 Samplin~ 방법 수에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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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볍과 dagger sampling 방법을 비 교하면 dagger 잃mpling 방볍이 기본방법보다 빨리

계산을 수행한다. 또한 Kumamoto의 논문에 의하면 결과에 빨라 수렴함으로 척은

시도수로도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았다 Dagger 앓rnpling 방법을 사용할 때 계산시간을

보변 계산시간의 'lJ3는 기본사상 상태 계산에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장수목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계산시간은 거의 기본사상의 숫자에 비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천체 원전에 대한 PSA 에서논 약 2αm개 정도의 기본사상이

모댈된다. 이를 근거로 계산시간을 추정한다변 약 3분정도에 전체 면천의 노심손상빈도률

계산할수있읍젓이다.

3) 고강수목모률화방볍

고장수목 포률화 기법은 고장수목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최소단절군 계산시간은 기본사상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만얼 고장수목 모률화에 의해 기본사상의 수툴 반정도로만 출일 수 있다면

계산사간을몇분의일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고장수목 모률화란 고장수목중 독립인 사상이나 부수목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독렵사상온고장수목내에서한번만나타나는사상을뜻한다.

가장 간단한모률화방법은고장수목내에셔폭립인 부수목틀을하나의 사상으로대치하는

것으로셔 다음과갈이 수행된다.

고장수목내에서독립사상들을찾는다.

• 만일 하나의 부수목에 포함된 모든 사상들이 모두 독립사상이라면 이 부수목은

모률사상으로대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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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그링은이 방법에 의한모률화의 예이다.

기본고장수목

모률화된고장수목

생성된모률툴

위의 방법에 의한 모률화는 고장수목 구조가 모율화에 적절하계 구성되어 있지 않으변

모플화가 어렵다. 즉， 한 부수목 멸에 독립사상이 아년 사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률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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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수목 밑에 있는 사상들충 독립사상과

독립사상이 아년 것들을 분리하여 독립사상툴반을 모아 모률화률 수행한다‘ 야 방법에

의한모률화의 예가다옴그림에 주어진다.

모률화된고장수복

생성된 보률들

라. 동척 PSA 률 위한 고창수옥 포댐방법

동적 PSA툴 이용한 려스크 관리도구 개발에 었어서 재계산 시간에 대한 문제는 위의

방법에 의해 해결되었고 다옴은 동적 PSA에서의 PSA 모텔 방법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기기 작동상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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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기 상태 및 이용불능도

기기 상태는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존의 정적 PS~에서는 이용불능도에

미치는효과를각각기본사상으로처리하고있다. 이 경우에는 고장모드별로기본사상이

었으므로 한 가기에 대해서도 여러개의 기본사상이 존재한다. 만일 동적 PSA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각 기기에 대한 고장수목 모텔이 수서로 변하게 되므로 처리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동적 PSA 에서는 가능한한 하나의 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본사상올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기상태의 변화는 기본사상의

확률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 부품의 상태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 대기 상태 (standby)

• 운천상태 (running)

• 보수상태 (maintenance)

대기상태는 대기중인 펌프， 유량이 형성되지 않은 유로에 있는 밸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기상태에 있는 부품의 어용불능도는 기본적으로 대기고장율 (standby fai뻐'e rate) 로

인한 고장 확률， 인간오류나 shock에 의한 고장으로 인한 작동 요구시의 고장확률 (demand

failure probability) • 작동후 작동요구시간 (mission time) 동안의 작동 고장율 (operating I

running failure rate) 로 인해 고장날 확률로 이루어진다.

운전상태는 작동중인 펌프， 천원이 공급되고 있는 버스， 유량이 있는 유로애 있는 앨브

(잡겨있거나 열려있거나) 동이 이에 해당한다.

보수상태는 고장이 발견되거나보수중인 기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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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상태에 대해 기기 이용불능도를 식으로표시하면 다음과갈다.

대기 상태 : Q= Ls ... T+ Qd + Lr ... Td

운전상태 : Q=Lr*Td

보수상태 : Q= 1

여기셔，

Ls = standby failure rate

T = time after test or state change

Qd = demand failure probability, human error probability, etc

Lr = running failure rate

Td = mission time (time required for the component to run after incident).

2) PEPSI용 고장수폭 모헬

동적 PSA를 위한 고장수목 오웰에서는 각 기기의 변하는 상태를 적절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률 위해서 기가와 고장수목내의 기본사상이 얼치하는 것이 바람칙하다.

일반적인 정적 PSA에서는 한 기기에 대해 고장모드별로 기본사상을 구성하기 때푼에

운전상태에 따라 그 기기에 대한 기본사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거기의 상태가변하는것을처리하기가쉽지 않다.

예로셔 야래 그림과 갈야 하나의 펌프에 대한 모텔을 보면 여러가지 고장모드가

기본사상으로 포함되며 여기에 펌프에 대한 보조계통의 고장도 모댈된다. 따라서

대기상태에 있는펌프와운전상태에 있는펌프의 모탤이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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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Fa’lure

Pumps Common Pumps COmmon SLWOrtS뼈em PumpUnav밍냉뼈e

Pump Fall to Start Pαnp Falls to Run Cause Failure to Cause Failure to Fallureforthe 아J1' to

5t밍1 Run Pump Mal삐or멸π:e

대기상태에 있는 기기의 고장수복 모텔

Pump Farlure

Purπps Common Support System
Pump Fa뼈 to Run Cause Failure t。 Farlure for the

Run Pump

운천상태에 있는 기기의 고장수목 모댈

이와 같은 기존의 정적 PSA에서 사용되던 고장수목 모댈 구성방볍을 동척 PSA용으로

사용하는 젓은 많은 문재가 았다. 동적 PSA에서는 모든 기겨와 기본사상을 일대얼로

대응시킬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대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으로는 한

기기내의 기본사상틀을 다음 그렴과 같이 독립사상틀은 독립사상틀끼리， 공통원얀고장은

공통원얀 고장들끼 리 가능한한 그룹화하는 것이 다.

Pump Farlure

-
Pump

Pumps Common
Supα>rt System

Independent
Failure Cause Failure Failure flα the

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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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ump Independent Failure" 에 대한 모텔은 아래 그림과 잡이 각 기거의 운천상태에

따라변한다.

Pump
Indepenc용nt

Failure

Pump Fails tl。 Pump Fails to
Start Run

1) 대기상태의 부풀

Pump
Inde홈ndent

Failure

Pump Fails to
Run

2) 운전상태의부쯤

기기가 보수상태에 있을 경우에눈 기기의 이용불능도가 I이므로 따로 모탤이 필요하지

않다. 정적 PSA와 비교하여 보변 정척 PSA'에셔는 기기가 보수중일 가능성을

기본사상으로 모텔하고 있다. 반면에 동적 PSA에셔는 기기가 보수중인 동안의

이용불능도는 l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률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독립고장의 경우에 각 기기별로 하나의 사상이 모댈되며

지기 상태에 이에 대한 이용불능도가 다음과 같이 변한다.

대기상태 : Q = Ls * T + Qd + Lr * Td

운전상태 : Q=Lr* Td

보수상태 : Q= 1

대기상태나운전상태의 경우에는단순허 이용불능도를계산하여 모텔에 때입시키면 된다.

단 보수상태일 경우에는 단순헤 값을 모렐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멜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 모텔수정은 그 기기에 해당하논 사상을 OMEGA (True) 로 처리함으로서

최소단철군재계산시 고려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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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콩룡현언고장모탤 방법

공통원인고장을모텔할때 보통의 정적 PSA 보탤에서는주어진 트페인 수만큼， 즉 주어진

redundancy에 대해셔 공통원인고장을처리하변 된다. 그러나 동적 PSA 모텔에서는 상황이

수시로변활수있다.

먼저 두 트레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트레인에는 하나의 펌프가 있는 계통에서 두

기기가 모두 같은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계통의 고장수목은 다옴과 갈이

모델될수있다.

System
Failure

]

PumpA PumpB
Failure Failure

~ ~““‘
PumpA Pump Pump8 PumpIndependent

CCF
Inde뼈ncle며

CCFFailure Failure

여기셔 다음과 갇이 세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다.

• 상황 1: PumpA및 B 가모두보수상태가아년경우

이 경우위의 모텔을 그대로사용한다.

• 상황 2: PumpA 가보수상태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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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Pump A" 의 이용불능도는 I이 되며 고장수목 모텔은 다음의 두가지 모멜중

하나로 수정됩 수있다.

System
Failure

PumpB
Failure

~上---
PumpB Pump

Inde뼈ndent
CCFFailure

a) 공통원인고장을그대로둔경우

System
Failure

PumpB
Failure

PumpB
Inde뼈ndent

Failure

N 공통원인고장을삭제한경우

여기서 훤칙적으로는 공통원인고장올 모웰할 훨요가 었으며 (b) 와 같이 모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Pump B Independent Failure" 확률에 "Pump CCF" 확률올 더한 것은

"Pump B Failure" 확률이 되므로， (a) 와 같이 모멜하여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공통고장원인 모텔의 효과는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PSA에서 일반적으로는 "Pump B Independent Failure" 확률은 "PumpCCF" 확률보다상당혀

크므로 "Pump B Independent Failure'’ 확률은 "Pump B Failure" 값윷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약간 보수척연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에 (a) 와 같이 공통원언고장의

값을 그대로 두변 약간 보수적인 결과를 가져올 뿔이다. 만일 (b) 와 갈이 CCF 사상을

아예 삭제한다변 더욱 바람직하지만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무방하다.

KIRAPOll 서 고장수목 모텔에셔 보수충으로 가정된 기기를 처리하는 것은 간단하다.

KIRAP에셔 최소단절군계산시， "Pump A Failure" 사상을 OMEGA로 처리함으로셔 간단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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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다. OMEGA 는항상발생하는사건을모렐할때 사용한다.OMEGA=X+IX 이다.

또한 B ... OMEGA = B, B + OMEGA = OMEGA 가 된 다.

• 상황 3: PumpA 및 B 7} maintenance 상태인 경우

계통의 이용불능도는 l이 된다. KTRAI쩌l서 최소단절군 계산시， "Pump A Failure" 및

"Pump B Failure" 사상을 OMEGA 로 처리함으로셔 간단혀 해결된다.

두 트레인으로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소단절군계산시 보수충인 기기에 해당하는 사상을

OMEGA로 처리하변 간단허 정확한결과를얻을 수 있다.

다음은각각의 용량이 100%인 세 트레인으로구성된 계통의 경우를생각해보자.

System
Failure

PumpA PumpS PumpC
Failure Failure Failure

~“-“· 듀J--:듀 ~ ‘~“

PumpA PumpA PumpS PumpS PumpC PumpC
Independent

CCF
Indepenc용nt

CCF
In훌pendent

CCFFailure Failure Failure

첫째로 셰개 트레인 모두 칼은 상태에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 그러면 "Pump A CCF",

"Pump B CCF", "Pump C CCF" 사상은 모두 같은 하나의 사상이 된 다. 야중 트레인 C가

보수중이라고 가정하면 이 경우에 대한 모텔은 정확허 위의 두 트레인의 경우와 같아져야

한다. 그러면 위 세 트레언에 대한 모텔에셔 어떻계 하여 두 트레언에 대한 모델과

같아지는지를 정검하자. Pump C가 보수중이라 하고 ·’Pump C Failure" 를 OMEG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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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면 두 트레인의 경우와 식은 같아친다. 여가셔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확률이 세

트레인과 두 트레인데 대해 서로 같다변 문제는 단순하다. 그러나 세 트레인의 경우에

대한 CCF’ 확률이 이 두 트레인의 경우에 대한 확률과 다르다면 이에 대한 보청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세 트레인의 경우， 두 트레인의 경우보다 공통휠인고장의 확률

값이 작다.따라서 이에 대한보정이 없으면 낙관적인 결과가나올수있다.

두번째로 두개의 트레인은 대기 상태에 있고 하나는 운전상태에 있는 경우툴 가정한다. 이

경우에 정상운천중 기기 상태는 다음과 같은 셰가지가 있올 수 있다.

펌효 A 펌효 B 펌효 C

Case 1 대기중 운천중 운천중

Case2 운전중 대기중 운전중

Case 3 운천중 운천중 대기중

일반적으로 운전중인 기기와 대기중인 기기의 공통원인고장은 따로 모웰한다. 각

경우마다 공통원인고장 모델은 다음과 같이 고려될 것이다.

Running CCF DemandCCF

Case 1 B.C B, C

Case 2 A, C A, C

Case 3 A, B A, B

표에서 C웠 I의 경우를 보면 B, 와 C 에 대해서는 Running CCF (운전중인 기기들에 대한

공동원인고장) Demand CCF (작동요구시 기거들에 대한 공풍면인고장) 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칼은 여러가지 경우툴 모두 고장수목으로 모탤하는 것은 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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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네재의 펌프로 구성된 계통을 예블 틀어 보자. 두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았고， 각 트레인은 각각 용량 100%인 두개의 펌프로 구성된 기기냉각수 계통을 고려하자.

여기서 정상운챈중에는 각 트레인에서 하나의 펌프는 운전중이고 다론 하나의

대기중이라하자.

계통 고장수목 모댈을 간단허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펌프는

System
Failure

Train A Train B
Failure F밍lure

PumpA1 Pump A2 PumpB1 PumpB2
Failure Failure Failure Failure

...--i-- .----J-.-‘-“ ...--i-- ...--i--
PumpA1 PumpA1 p‘JIlIIlA2 Pump A2 PUllφ81 PumpB1 Pump B2 PumpB2

Ir잉빼ndent lr잉아)8ndenl Ir녕훌훌ndent lκIepeπ빼m

Failure CCF F밍Jure CCF F히lure CCF Fa뼈J/'8 CCF

이충정상운전중기기상태는다음과같이 네가지가있을수있다.

펌프 Al 펑프 A2 펌 n Bl 펌프 B2

Case 1 운전충 대기중 운천중 대기중

Case2 운천중 대기중 대기충 운천중

Case 3 대기중 운전중 운전중 대기중

Case4 대기중 운전중 대가중 운전중

각경우마다공통원인고장모텔은다음과같이고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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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2 CCF DemandCCF

Ca~ 1 AI ,BI

A2, B2 A2, B2

Case2 AI , B2

A2, BI A2, BI

Case 3 A2, BI

AI , B2 AI , B2

Case4 A2, B2

AI , BI AI , BI

표에서 Case I의 경우률 보변 Running CCF (운전중인 기기들에 대한 공동원인고장) 는

Al 과 BI 에 대해 하나의 공통원인고장야 A2와 B2에 대해 하나의 공통원인고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A2， B2에 대해셔는 Demand CCF (작동시 기기들에 대한

공통원인고장) 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감은 모든 경우를 고장수목으로 모댈하는 것은 고장수목 구성올 너무 북잡하게

만드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셔 공통원인고장의 경우는 공통원인고장이 포함되는

기기틀에 대해 하나의 사건을 모탤하고 이 공통원인고장 사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통원인고장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그렴과 같이 각 기기에 대해 하나의 독립고장과

하나의 공통원연고장이 고려된다.

PumpX
Failure

~上 ‘~
PumpX PumpX

Indepen야때

CCF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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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고장이 고려되는 기기들에 대해셔는 다음과 갈이 처리한다.

• 고장수목구성시에는각기기별로하나의 공통원인고장사상을모텔한다.

• 같은 공동원인고장을 가질 수 있는 기기틀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 각 기기의 상태가 정해지변 한 그룹내의 속하는 기기틀을 기기의 상태에 따라

분류한다.

• 그후 한 기기상태에 두개 어상의 기기가 속하변 이 기기틀에 대해 공동원인고장을

모델한다.

• 각공통원인고장사상에대해확률값을계산한다.

예로셔 세개의 기기 A, B, C 가 한 공통원인고장 그룹에 속하고 이중 두 개의 기기 B, C 가

대기상태에 있고 다른 하나가 운천상태에 있을 경우를 고려한다. 대기상태에 있는

기기틀에 대해셔는 "CCF to start" ~ "CCF to run" 의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한다. 기기 A 와

B 에 대해셔는 이틀이 동시에 고장나는 공통원인고장 사상틀로 각 기기의 공통원인고장

모델을대치하면 된다.즉，

"Pump B CCP" ="Pump B &C CCP to start" + "Pump B &C CCF to run"

"Pump C CCP" ="Pump B &C CCP to stan" + "Pump B &C CCP to run"

과 갈이 처리한다. 공통현인고장과 관련 없는 기기 A 에 대해셔는 공통원인고장 모댈올

삭제하면 판다. 이 것은

"Pump A CCP" = PID

와같이 처리한다. 여기서 pm 는발생하지 않는사상올나타낸다. X *IX = PHI 가된다.

x * PHI = PHI 이며 X+ PHI=X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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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컷블은 최소단절꾼 계산 전에 단순허 위의 식들을 KIRAP'Jl 업력하면 처리된다.

공통원인고장 확률값은 그 운천상태에 속하는 기기틀 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한다.

공통원인고장모텔방법을다음과같이 네개의 기기틀가진 계통을예로들었다.

그a 닙를
E훌 긴:"TT 기기상태별분류

자
(
)

l고
-
줄산

인

도

계

펼
상
펄

뜰

사

흥

고
。

~I~I

공통원인고장

모델대치

각키기으

공통원인고장
사상모댈올도훌된

사상으로대치

대기상태

훈전상태
보수상태

대기상태 : Start, Run
운전상태 :Run

(여11 ) |대기상태 :A， C 내!매lCD :::: ((((깨R8AL，CCD미))) S때t + (A,e) Run
A, B, C, O l 운전상태 :B， O

A, C : Start, Run Start + (A,C) Run

보수상태
B.D: Run Run

Run

(여12) |대기상태피 A: None

A, B, C, O |운전상태 :B ， o B, O: Run C: None

보수상태 :C
B: (B,O) Run
0: (B,O) Run

(예 3) i 대기상태 :0 A : (A,B,C) Run

A, B, C, o |운전상태 :A,B,C A,B,C: Run
C : (A,B,C) Run

보수상태:
B : (A,B.C) Run
0: None

3. PEPSI 젤계 맺 추진 방향

여기서는 지금까지 검토한기폰 PEPSI의 기능과 미국 보수규정등을 검토하여 동적 PSA를

이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로부터 PEPSI의 기능을 정의하고

소프트훼어 재념 설계를 수행하였다. PEPSI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은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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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지 않았으며 여기셔는 추후 PEPSI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할 때의 기능 및 요건을

제시하였다.

가'. PEPSI 의 가능도훌

PEPSI의 기능은다음과같은것이 포함되어야한다.

PEPSI에서는다음과갇은기능이요구된다.

• 순간리스크계산:기기 작동상태에 따른원전 리스크재평가

• 평균리스크 평가:기기이력 및 작동상태를기초로 평균 원천 리스크 펑가

• 기기명균신뢰도펑가 ; 기기이력 및 작동상태를 기초로 평균 가가 신뢰도 평가

• 계통순간리스크평가:기기 작동상태에 따른계통 신뢰도평가

• 계동평균리스크평가:기기이력및작동상태를기초로평균 계통신뢰도펑가

• 보수우션순위 결정 : 기기 작동상태에 따른 원전 리스크 재평가에 의한 기기

보수우션순위 결정

나'. PEPSI 의 깨념 셜계

PEPSI를 실제 원전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사용하기 위해셔는 PEPSI 코드가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PEPSI용 PSA 모텔이 필요하다. 이에 덧불여 PEPSI에 원전의 기기 상태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모률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PEPSI의 각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한

방법과 자료툴 정리하도룩 하겠다. 추후 PEPSI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은 아를 토대로

수행하면 된다.

원전의 순간및 펑균리스크평가방법을그림으로표현하면 다음과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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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라스크
리 A크이력

평균리스크
데이타베이스

;‘

KIRAP계산모플

F‘

기기이력

수정된 동척 PSA 계산된 기본사상자료
데이타뻐이스

보텔 기기신뢰도

(사건수목， 인간신뢰도

고장수목) 공통원인고장

현재기기상태

통적 PSA 모댐
공용원인고장

(사건수목，

고장수목)
모댈

기기신뢰도자료
공통원인고장

인간신뢰도자료
신뢰도자료

원전 순간및 평균리스크명가방볍

위의 그림에셔 보듯이 순간 리스크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캅은 과정이 펼요하다.

• 실제 원전에 대한 동적 PSA 모델을 고장수목 모델 방볍에 설명된 바에 따라 구성

한다. (동적 PSA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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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원인고장 그룹을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가능한 고장모드를 정의한다.

(공통원인고장모헬)

• 공통원인고장기초자료를준비한다. (공통원인고장신뢰도자료)

• 각기기에 대한 신뢰도 자료를 준버한다. (기기신뢰도 차료， 인간신뢰도 자료)

• 현재의 기기상태를입력한다.

• 기기상태에 따라 각 공통원인고장 그룹별로 공통원인고장 모텔을 생성한다 .

• 기기상태에 따라 각 공통원인고장 그룹별로 공통원인고장 확률을 계산한다 .

• 가기상태에따라기기신뢰도자료를계산한다.

• 기기상태에따라동적 PSA 모탤을수정한다.

• 공통원인고장 모댈을반영하여 동척 PSA 모웰을 수정한다 .

• KIRAP계산모률을이용하여 순간리스크(노심손상빈도)를계산한다.

평균기기 신뢰도계산방볍은 다옴그림에 주어진다.

평균기기선뢰도
평균기가신뢰도

계산모률

현재가기상태
기기이력

데이타베이스

평균기거선뢰도계산방법

평균기기신뢰도평가는다음과같이 수행된다.

기기 상태 변화를시간에 따라기룩한다.

• 각기기별로 기기 상태 변화를 기초로 평균 기기신뢰도를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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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 선뢰도 계산 방법은 다음 그림에 주어친다. 순간 계통 신뢰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원전 계통에 대한 동적 고장수목 모델을 고장수목 모댈 방법에 설명된 바에

따라 구성 한다. (계통 신뢰도 모댈)

• 공통원인고장 그룹을 분류하고 각 그룹별로 가능환 고장모드를 정의한다.

〈공통원인고장모웰)

• 공통원인고장기초자료를준비한다. (공통원인고장신뢰도자료)

• 각겨기에 대한신뢰도자료률 준비한다. (기기선뢰도자료，인간신뢰도 자료)

• 현재의기기상태를압력한다.

• 기기상태에 따라각공통훤인고장그룹별로공통원인고장 모댈을생성한다.

• 기기상태에 따라 각 공동현인고장 그룹별로 공통훤인고장 확률을 계산한다.

• 기기상태에 따라기기신뢰도자료를계산한다.

• 기기상태에 따라 동적 고장수목 모웰을 수정한다.

• 공통원인고장 모댈을반영하여 동척 고장수목 모댈을 수정한다.

• KIRAP계산모율을이용하여 순간계통신뢰도를계산한다.

평균 선뢰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칼다.

• 계통신뢰도를시간에따라기룩한다.

• 각계통별로기록된 자료를 기초로평균계통신뢰도를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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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계통신뢰도

>

KIRAP 계산모률

듀

계통신뢰도이력

데이타베이스
평균계통신뢰도

수정된

계통신뢰도모탤

(고장수목)

계통신뢰도모델

(고장수목)

기기신뢰도자료

인간신뢰도자료

계산된기본사상자료

기기신뢰도

인간신뢰도

공동원인고장

>

공통원인고장

모탤

공통원인고장

신뢰도자료

순간빛 평균 계통 신뢰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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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운션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 그렴과 깥으며， 보수우션순위를 정하는 것은 다옴과

같이 수행된다.

• 현재의 기기 상태로 부터 고장/보수중인 기기들의 목록올 작성한다.

• 각기기별로보수가완료되었올경우를가정하고 (즉，해당기기의 고장율을 0으로

가정하고)원전의 리스크를계산한다.

• 리스크가가장많이 줄어드는기기부터 우션순위를준다.

보수우션순위결정

기기별

순간리스크

변화율

KIRAP계산모률
고장/보수충인

기기목룩

수정된 동적 PSA
모멜

(사건수목，
고장수목)

계산된기본사상자료

기기신뢰도

인간선뢰도

공동원연고장

보수우선순위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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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과맺고찰

본 연구에서는 동적 PSA 개념에 근거한 원전의 리스크 평가 도구인 PEPSI 방법론의

개발을 수행하였다. 먼져 동적 PSA 방법론의 장점을 살펴보고，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NRC의 보수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동적 PSA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할수있는기능툴을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 개발한 PEPSI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들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적절한시간내로리스크를 채계산하는방법과기기 작동상태의 변화를반영할수

있도록 고장수목 모텔을 동적 PSA 용으로 구성하는 방볍을 도출하였다.

야상으로부터 앞으로 요구될 PEPSI의 기능을 도출하였으며 이틀 거능을 만축하기 위해

설제로 PEPS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떻계 자료와 모댈을 연결하여 계산을 수행할

것얀지에 대한 흐름도 (flow chan)를 작성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많은 원천에 대한 PSA가 수행 완료되었거나수행중에 었다. 이들 PSA

모웰을그대로 동척 PSA에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의 정쩍 PSA 모댈에셔는 기기

빚 계통의 상돼가 변하는 것을 모두 모델하는 대신 임의로 기기 및 계동의 상태를

가정하고이에따라고장수목모텔을작성하였다. 따라서 기폰 PSA 모텔이 았는경우라

할지라도기겨및계통상태가 변하는것을모두처리할수있도록 고장수목모댈을동적

PSA용으로변환할펼요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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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SA롤 이용한 안전등급 전동기 구동 밸브의

시험우선순위 결정

1. 연구배경

가. 개요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동기 구동 밸브 (motor oprrated valve; MOV)는 계통의 격리 맞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I'} 및 2차 계통중 대부분의 안전관련 계동에 셜치되어

있다. 이들 밸브들이 실제 요구시 설계 요건에 만족하게 작동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 안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펼수적이다. 그러나 이틀 천동기 구동 밸브들의 전동기

구동 부위에서 많은 고장이 발생하고았으며， 특히 토오크 (to띠ue) 스위치와리미트 Oimit)

스위치의 장확한설정값에 관한문제정이 많이 발생하고있다.

여러한 전동기 구동 밸브의 문제에 대해 미국 NRC에서는 89년 6윌 GL89-1O [5-6]올

발행하여 안전등급 천동기 구동 밸브에 대한 셜계기훈올 검토하고 설계기준 조건에서

밸브의 운전성에 대한 시험을 수행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포한 GL은 제어용 스위치

설정치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거적인 시힘을 수행하고 성능경향φerfom퍼nee

trend)을 기록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전동기 구동 밸브의 셜계 기준 차압에서의 시험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시혐대상 전동기 구동 멜브에 대한 적절한 시혐 방법 선정 맺 시험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하다. GL89-1어l는 적용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우선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나타나 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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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셔는 각 부품졸이 원전의 위험도에 미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의 기기발 중요도를 이용하여 얀전등급 전동기 구똥 밸브의

시험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냐'. G L-89-10

국내에셔는전동기 구동 밸브의 설계 기준 조건에서의 운전성 시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가동충 원전의 밸브에 대한 시험은 ASME Code Section XI Subsection IWV[5-7] 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ASME 규정을 사용하여 가동중인 원전의 밸브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동기 구동 밸브의 구동 부위에서의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국 NRC에셔는 설계 기준 조건에서 전동기 구동 밸브의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5년 Bulletin 85-03 [5-8]을 발표하였다. Bulletin 85-03에셔는 특정계통의 전동기 구동

밸브틀이 설계 기준 조건에서의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 사업자들에게 전동기 구동

부위의 스위치 설정치룰 적절히 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설계 기준 조건에서의 시험을

포함한계획을수협하고시행할 켓을권장하였다.

Bulletin 85-03 수행결과 자료를 검토한 NRC에서는 얀전관련 전동기 구동 밸브가 설계

기준 조건에셔 운전에 실패할 가능성이 이전까지 명가된 것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펑가하였으며， ASME Code Section XI에도 천동기 구동 밸브의 운전성을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Section XI에 큐정된 검사만으로는

설계기준 조건에서의 밸브의 운전성을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lNEL (1없ho national enginee끼ng laboratory)에서 눈 NRC의 치면으로 설계 기준 차압

조건에서 전동기 구동 밸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한 결과 밸브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5 - 38



산업계의 방법이 셜계 기준 조건에셔는 보수적어 아니며 설계 기준 조건하에셔의 밸브

구동 전동기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전동기 토오크와 stem thrust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 장비의 사용을 권장하는 예1:1 1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진단 장비툴 사용하여

낮은 차압에셔 얻어진 시험결과를 직집 와삽(extrap이ation)하여 정확한 셜계 기준

조건에셔의 스위치 셜정치릅 구할 수 있다는 예비 결론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아러한 여 러 가지 이 유 때문에 NRC는 1989년 Bulletin 85·03을 확대하는 GL89- 1O을

공표하였다. GL 89-10은 모든 안전관련 전동기 구동 밸브에 적용되며 운전중인 발전소는

공표일로부터 5년이내 또는 3번째 핵연료 재장전시 까지 건설중인 발전소는 5년야내 포는

운전허가취득시 까지 GL 내용을시행하도록요구하고있다.

GL 89-10의 사엽자에 대한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각 천동기 구동밸브에 대한 설계기준을 검토하고 문서화 한다. 정상.비정상 상태

운전에서 전동기 구동 밸브 개폐시의 최대 차압을 검토 문서화에 포함시켜야 한다.

b. 설계 기준검토결과에 따라정확한스위치 설정치로교정하며 계속적으로설정치를

검 토， 재정하71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C. 설계기준 차압/유량 조건에셔 전동기 구동 밸브의 운전성에 대한 시힘을 수행하며，

수행불가시에는 그 야유를 기술하고 적절한대체 시험을 수행한다.

d. 발전소 수명동안 정확한 스위치 설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셔률 갖추고 스위치

설정치가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동기 구동 밸브의 성능올 감사할 수

있는적절한방안을강구해야한다.

5 - 39



e. 설계기준 조건에셔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행하는 대체시험에는 다른 전동기

구동 밸브의 사험결과와 비교하는 방볍 또는 비교 자료가 었을때에는 시험결과가

입수될 때까지 분석적 방법이나 외삽에의한 방법도 포함된다.

f 밸브의 고장이 발견되면， 수리， 교환， 시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에 관한

자료를작성유지한다.

g. 각 밸브에 대한 조정 및 보수가 완료된 후에는 밸브 스위치 설정치의 척철성 여부를

검증하고， 밸브의 성능 저하나 고장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추기는 사업자가 밸브의 성능， 보수기록， 안전성의 중요도 명가에

근거하여결정한다.

2. 왈석 방볍

GL 89-10의 궁극적인 목표는전동기 구동 밸브의 설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

기준조건에셔 밸브를 시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운전성을 확보하고 적철한 검사 주가와

방법을 설정하여 발천소 수명동안 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부품들이 원전의 위험도에 미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기법의 기기별 중요도률 이용하여 설계 기준 조건에셔의 실험 우선순위 션정，

검사주기 결정， 효과적인 시험방법을 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영광 3， 4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5-9] 의 결과를이용하여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PSA에서는 Fussell-Vesely (F-V) 중요도， 위험도 감소가치 (risk reduction worth;

RRW)와 위험도 달성가치 (꺼sk achievement worth; RAW)의 3가지 중요도 분석이 수행되며

영팡 3，4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에셔도 3가지 중요도분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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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달성가치는 현재의 노심손상 빈도 수준에셔 특정한 사항이나 계통이

이용불능이라고 가정했을때의 위험도 증가를 나타내는 중요도이며， 위험도 감소가치는

특정사상이냐 계통이 완전히 이용가능하다고 가정하였을때 노심손상 빈도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도이다. P-V 중요도는 특정사상이나 계통의 고장이 현재의 노심손상

빈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도로셔 현재의 노생손상 빈도에 대한 중요도 측정

대상사상이나계통을포함하고있는최소단절집합에 의한노심손상빈도의 비율야다. F

V 중요도와 위험도 감소 가치는 순위가 같다. 기본사상 i의 위험도 달성가치와

감소가치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AWi = Fi'''IFO

RRWi = Fo'fi'.....

여기서. FO =현재의 노심손상 빈도，

Fi'" = 기본사상 i의 고장확률이 l일 경우 노섬손상 빈도，

Fi** = 기본사상 i의 고장확률이 0일 경우 노섬손상 빈도.

그리 고 기 본사상 i의 F-V 중요도는 다음과 칼은 식으로 표현된 다.

P-Vi = (Pi)1 FO

= FO - Fi""

= 1 - (1IRRWi)

여기셔 Fi 는 기본사상 i를 포함하는 최소 단절집합의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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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달성가치 순위는 주로 신뢰도 보증 프로그햄 보수 빚 검사등의 우션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위험도 감소 가치 순위는 설계 부분의 우션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광 3.4호기 확률론적 얀천성 평가의 중요도 분석 결과중

전동기 구동 밸브의 가본사상에 대한 중요도 순위에 따라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 주기를

션정하고 각 기본사상의 고장종류에 따라 겸사방법을 결정한다.

앨브의 설계기준 조건에셔 운천성융 검증하기 위한 검사우션 순위는 위험도 달성가치

순위에 의해 결정하였으며 위험도달성가치가 2보다큰기본사상을션핵하였다.

설계 기준 조건에서의 시험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이후 주기척인 감시를 위한 검사주기

션정을 위해서는 위혐도 감소 가치 순위에 의해 정했으며 본 연구에셔는 위험도

감소가치가 1.α)()5보다 크거나 위험도 달성가치가 그보다 큰 사상들을 션택 주기툴

구하였다.

3. 컬과맺논의

시형 우션순위를 나타내기 위한 위험도 달성가치 순위는 표 5-1에 나타나 었다. 대부분의

고장틀이 공통원인 고장으로 나타납으며 SI-676, 674와 SI-698. 699등과 같이 밸브의

독립고장이 공통원인 고장고 갈이 나타난 고장틀도 있다. 셰번째에 나타난 응축수

처장탱크 B의 토출 배관에 위치한 V여60과 갈이 독립고장 만이 나타난 고장틀도 었다.

독립고장과 공통훤인 고장이 함께 나타난 밸브틀은 두 고장을 고려하여 밸브의 시험 우션

순위룰 조정혜야 한다.V여60은 다중생을 확보하고 있는 밸브이지만 PSA 모웰 구성시

증기 발생기 셰관파열이나， 대형 이차층 파딴사고 등이 중기 발생기 A에서 발쟁:한다는

가정사항 때푼에 1개의 밸브만이 나타났다. 이렇게 PSA 모웰의 가정사항에 의혜 영향올

받는 밸브들은 가정사항에 대한 검토률 통해 다른 train의 밸브 포함여부 및 서혐 우션 순위

조정등을결정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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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 고장의 경우 다충성이 있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밸브들에셔 발생하여

설계기준과 사용환경도 유사하다. 따라셔 밸브시행사 가용 인력과 장버등을 고려하여

우선 한개의 멜브에 대해 셜계 조건에셔 시험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다른 밸브들의 대체

시험과비교하는 방안을사용할수 있다. 즉제한펀 자원을최대한이용할수있게 된다.

검사주기를 구하기 위한 위험도 감소가치는 표 5-2'에 나타나 았다. 위헝도 감소가치

순위에 따라 3， 4개의 사힘주기를 설정할수 있으며 이 때는 ASMEC여e 규정과 갈은 다른

기 준에 의해 수행되는 검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률 션정해야 하며 고장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시험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공통원인 고장의 경우 staggered test 등

공통원인 고장 가농성은 줄 일 수 있논 시험방법 션정등이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의 중요도 분석 결과률 이용하여 전동기 구동 멜브의 운전성

확보 방안 수립에 도웅을 줄 수 있으며， 따라셔 원전의 운천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활을

수행할수있다.

본 연구에셔는 영광 3， 4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결과률 이용하였으나 일반적인

인허가를 위한 발전소 모텔에는 노심손상을 막기위혜 사용되는 안전 관련 계통들만이

포함되며 격납용기 격리 계통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정상 운천시 운전되는 계통들 중

많은 기기틀이 몇개의 초기사상으로 모텔되어 었다. 포한 펑시 개방되어있는 밸브는 PSA

모텔에 일부분 만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천 운전 얀전성 제고률 위한 보수지원， 시혐주기

션정등과신뢰도충정규제에 확률론적 얀천성 명가기법이 사용되가 위혜셔는이에 맞는

적절한 발전소 모댈， 동적 신뢰도 분석 Code등이 필요하며 신뢰도 중심 보수 (reliability

centered mainten때ce) 기법 등 발전소 전반애 대한 기기들의 중요성을 고려할수 있는

방법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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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퍼지이론을 이용한부품기대수명 예측

1. 개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셔부터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이라고 함)와 같이 복잡한

시스탬을 구성하는 부품/장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제품/부품(이하 부품으로 기술함)의

성능상태를판단하여 어떤 의사결정을하게 되는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일상적인 예를

들면，”이 모터는 토우크가 낮아다음 번엔 수리를해야 겠다.”，”베어령이 닮아서 교체해야

겠다.”， ”이 펌프의 성능온 좋아 계속 쓸만 하다.”， 등등과 같다. 여기셔 부품의 성능상태에

대한 판단은 성능시험이나 점검을 통한 수치적 값 또는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으로부터 그

경계가 얘매한 차연어의 용어 (term)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신획도 분석자플은 어떤 부품의 수명과 관련한 의사결정융 위하여

(완전)고장자료， 부분고장자료 (censoring data),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수명분포를

추정하는 정량적인 통계적 분석방법폴을 사용하여 왔다[5-10， 11]. 대개의 경우 분석자가

이용할수 있는 자료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떤 성능평가시점에셔 현장 엔지니어들의

정성적 판단에 의한 언어변수값 (예를 틀면， ”양호”，”다소 불량”， ”낡음”，동등)과 직접적인

생능측도에 의한 수치변수값 (예를 틀변， 농도， 진폭， 압력， 온도， 등등) 으로 기술된

정보틀이다. 따라서， 기존의 통계적 수명추정기법틀은 정량적인 자료를 통해

적용가능하므로 신뢰도 분석자들은 경계가 애매한 언어 형태의 자료틀을 수명추정에

펼요한 정량적 형태의 정보로 바꾸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과정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갈이 정성적 언어로 표현된 성능평가 정보로부터 부품의 수명을

추정하는데 었어서 퍼지이론을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부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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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을 예측한 직접적인 예는 Wang, et. aI.[5-12] 을 틀 수 있다. Wang, et. at.은

사용중인 부품의 상태를 나타내는 성능변수가 하나얀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품상태에 대한 성능변수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예를 들어，원전에서 펌프의

경우만 하더라도 주요설계기 준이 유량(now rate)과 누출량(leakage rate)으로 풀 이상의

성능변수를 가짚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일 성능변수에 대해 Wang, et. 외.에서 제시한

퍼지연산 방법은 더 야상 적용될 수 없다.

본 연구에셔는 언어변수에 의한 부품의 성능평가 정보로부터 퍼지이론을 적용하여

기대수명을 추정하는 일반적인 알고리즙을 개발 제시하였다. 아울러， 알고리즘

테스트용으로 작성된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용예제를 다루었다.

2. 퍼지 수명예측 알고리즘 개발

본 연구에셔의 펴지 수명예측은 해당 부품의 성능상태에 대해 어떤 천문가의 애매한

판단결과로부터 그 의미툴 파악하고 어떤 수치로 변환하여 해당 부품의 기대수명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간단허 식으로 표현하변，

Le = M(z)

Le : 기대수명

z: 부품성능상태에대한퍼지언어변수

M: 수명예측을위한 버퍼지화(defuzz.ification) 방법

(5.3-1)

과 같다. 따라서， 퍼지수명예측 알고리즘은 크게 언어변수를 정의하는 퍼지입력부분과

정의된 언어변수의 퍼지입력값으로부터 기때수명이라논 단일값으로 출력하는 바퍼지화

부문으로나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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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에변수의청의

언어변수(linguistic variable)는 숫자를 값요로 갖는 수치변수와는 달리 변수의 값으로

차연어의 용어 (term) ， 즉 단어와 문장을 가질 때를 말한다. 이러한 언어변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5-13].

엎보별숭: (z, T(z), U, G. M)

z: 언어변수의 이름

T(z): z 가 값으로 가질 수 있는 용어의 집합

U: 언어변수 z.9l 특성을 결정하는 베이스변수 x의 전체칩합

G: 구문상의 문볍으로셔 T(z) 내에 있는 용어틀을 생성하는 규칙

M: 의미상의 규칙으로셔 천체집함 U 내에 정의된 퍼지집합에 T(z) 내의 용어를

대응시키는규척

예를 들어，본 연구에셔는 어떤 부품의 ”성·태”라는 이름의 언어변수 (z)를 갖게 되며，대상

부품의 상태를논의할때 고려할수있는용어들의 집합은

T(z) ={"Good" , "F빠"， "Bad"} (5.3-2)

로 정의될 수 있다. 앞셔 언급한 바와 갈이 만약 대상 부품이 힘표라고 한다변 펌프의

성능상태에 대한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베이스변수(x) -성능변수에 해당함 -는 ”유량”과

”누·셜량”으로 정의할 수 있을 젓이며 백터 x의 전체집합은 수집된 설계기준에 대한

차료나 문현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갤정될 수 있다. 예를 틀어 ”누설량”에 대하여

설계기준을 조사해 본 결과 5gpm이하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자. 그러면 베이스변수

”누설량”에 대한 천체집합(u)논 [O，5]gpm이 되고 이 때 5gpm이상의 누설량은 펌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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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상태가 고장임을 의미한다"유량”에 대해셔도 명목값(nominal value)으로부터의

오차로 정의하여 전체집합을 결정할 수 있을 컷이다.

의미상의 규칙 M은 퍼지집합 T(z)내의 원소인 용어플에 대한 베이스변수 x의 소속함수

μrex) 를 전체집합 U에 대해 정의하는 것으로 예를 틀어 그림 5-1 은 위의 누설량에 대한

소속함수를 삼각 퍼지숫자로 표현한 컷이다. 누설량 1 gpm 은 펑프의 상태에 대해

"good"야라는 개념에 속할 수 있는 소속정도가 0.6임을 의미한다. 대개 베이스변수의

전체집합 U는 [0， 1]로 정규화하는 것이 현리하며， 이러한 소속함수틀을 개발하기 위혜

현장자료수집， 문현을 통한 자료조사 등등 여러가치 방법틀을 이용할 수 았다[5-14 ， 15].

끝으로， 구문상의 문법 G는 기본 용어 (prim하y term; T(z»틀로부터 새로운 용어들올

생성하는 (변환)규칙을 의미한다. 변환규칙 (translation rule)에는 여러 방법이 었으나

보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간단한 변환큐칙의 예를 보면 표 5-3 과 갇다[5-13 ， 16].

냐. 기대수명추청방법

부품의 성능 상태를 나타내는 베이스변수의 펴지입력값으로부터 기대수명을 추정하는

기본적인 개염문 다음과 같다.

L e : 1.0 = Lc : A(p(x) ,T) (5.3-3)

여기셔， Lc 는 경과된 수명으로 기준시첩을 0으로 하면 관홈시점과 일치하게 되며，

A(p(x)，η 는 관측시접 Lc 에셔 기대수명 (Le)에 대한 경과된 수명(Lc)의 비율을 나타낸다.

따라셔 기대수명을 추정하기 위해서 A(p(x) ，'η가 추정되어야 하며 이는 관측시정 (Lc)

에서의 부품성능변수값인용어 T와 해당부품의성능특성함수p(x꺼I 의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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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특생함수의 캘청

성능변수는 해당 부품의 성능， 즉 노화(degradation)정도를 나타내는 측도이므로

성능특성함수， p(x)，는 그림 5-2와 같이 어떤 부품의 성능변수값(노화정도)과 평균

경과수명과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해셔 성능특성함수는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날 때까지 성능상태가 움직이는 궤적이라 할 수 았으며， 이틀은 과거의 성능평가

자료로부터 판측시점(경과수명)과 성능변수값(노화정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거법[5

17]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셔 성능변수값과 경과수명은 모두 [0,1]

구간으로 정규화되어 었으므로 가로축의 노화정도가 I 이상이면 이는 고장을 의며하고

세로측은 전체수명(1.0으로 고정)에 대한 경과수명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부품상태정보 - 본 문제에셔는 자연어의 용어로 주어첨 - 로 부터 노화정도률 얻었다면，

경과수명의 비율은 성능특성함수로부터 알 수있다. 그림 5-3는 성능특성함수틀의

전형적인 예들 [5-12]이다.

(2) 기대수명의추청

언어변수값의 자료로 부터 기대수명은 식 5.3-2로 부터 간단허 다옴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Le = Lc / A(p(x); T) (5.3-3)

여기서 관혹시점 Lc에서 부품 성능상태에 대한 입력값인 T가 퍼지집합이므로， A(p(x);η도

역시 펴지집합이다. 따라서 단일값의 기대수명을 추정하기 위하여 A(p(x);T)는 하나의

수치로 변환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비퍼지화(defuzzification)라고 하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었으나 본 연구에셔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게중심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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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그러므로 각 입력변수 (Xi. i=1.2•...•n)마다 명가된 언어변수값 Ti에 대하여

명균경과수명의비율은

I p(작) .μ7.(작 )dx;
A(p(x,);낀)= Xl p

LμT. (x,)dx,
(5.3-4)

으로 계산되고，이툴 바탕으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식 5.3-3을 이용하여 Lei , i=I ,2; ..., n

률구할수있다. 최종부품의기대수명 Le 는

Le =MJn[Le. ,i =1, 2, ... ,n] (5.3-5)

로 계산한다. 여기셔 Le 는 입력성능변수의 중요도에 따라 가충평균올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퍼지 기대수명추쟁 철차요약

앞서 살펴 본 퍼지 수명예측 방볍을 토대로 부품 성능상태에 대한 정성적

입력데이타로부터 기대수명을 추정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같다.

펴지엽력부

1) 베이스변수의 결정 : 부품의 성능상태를 나타내는 성능변수툴 찾고 그 변수값의

범위，즉 전체집합을 결청한다.

2) 언어변수의 퍼지집합 정의 : 본 연구에셔의 언어변수는 부품의 ”상태”로.서 이를

나타내는 자연어의 용어집합 T(z)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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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속함수의 결정 : 각 상태업력변수에 대한 소속함수 μT(X)를 결정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변환규칙을 적용하여 기본용어의 확장과 그에 따른 소속함수를

결정한다.

비퍼지화부

4) 성능특성함수의 결정 : 과거의 부품고장자료로 부터 해당 부품의 성능특성합수를

ι 결정한다.

5) 기대수명의 계산 (defuzzification) : 각 입력변수 Xi 에 대한 성능특성치 A(P(Xi);Ti)

로부터 각각의 기대수명 Lei 을 계산하고 이틀 중 최소값을 취하면 부품의

최종기대수명 Le이 판다. 식 5.3~3 부터 식 5.3~5 까지의 수식을적용하여 계산할수

있다.

3. 퍼지수명예측 전산시스멤 개괄

펴지수명예흑 전산시스탬은 본 연구에셔 제시한 알고리즘올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윈도우용 프로그햄으로， 부품상태를 언어변수의 형태로 입력받아 주어진

성능특성함수와 상태 변수값의 소속함수를 이용하여 기대수명 을 예측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탱의 특성들은다음과갑다.

1) 사용 언어 : Visual Basic V.3 for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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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댐에서 제공하는 성능특성함수의 형태는 다음의 4가지로 제한되어 었다 :

Linear, convex, concave, S-shape. 이들 각 함수형태에 대해서는 그림 5-3어l셔

보여주고 있다.

3) 용어들의 소속함수는상각퍼지숫자형태로입력하도록되어있다.

4) 베이스변수가 다수일 경우 최종 기대수명의 추정을 위한 펴지연산규칙은 다음

3가지 중에셔 션택 가능하다.

o 최 소값(minimum) 연산

o 최대값(maximum) 연산

o 가중평균(weighted mean) 연산.

퍼지수명예측 전산시스댐의 구성도는 그렴 5-압} 같다.

4. 샤용예제

가. 예제섭명

원전내 임의의 챔프에 대해 어떤 시점에셔 기대수명을 예측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펌프의 설계기준은 유량(flow rate)과 누출량(leakage rate)이 일청범위 내에셔 작동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 기준으로 혐프의 성능상태가 판단될 수 있으며 펌프상태를 나타내는

현장 엔지니어의 용어를 조사하여 "good", tiC，히r" 와 "bad'’의 세까지가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이 펌프는 1000 시간 작동된 사점에셔 언어변수값으로 펌프의

성능을 판단하였다고가정하고 앞셔 제시한 절차에 따라 기대수명을예흑하기로하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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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예측과청

펌프의 성능상태를 나타내는 베이스변수로 유량오차과 누출량의 두가지 셜계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셔 현장자료수집 또는 문헌을 통하여 유량오차와 누출량에 대한

천체집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예에서는 각 베이스변수의 전체집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1) 유량은 [450. 550](gpm) 범위내에셔 작동하여야 한다변 명목값을 500gpm으로

간주하여 베이스변수인 유량오차(절대값)의 범위는 [O， 50gpm]이 된다.

2) 누출량은 5gpm이하에셔 작동되어야 한다면 베이스변수인 유출량의 범위는 [0, 5]

gpm 된다.

이 때 정의펀 베이스변수틀의 전체집합을 각각 [0, 1]구간값으로 정규화하면 I 이상의 값은

펌프의 고장을 의미하계 되며， 구간사이의 값은 해당 베이스변수에 관련한 펑프의

노화정도를의며한다.

1) 언어변수 (z): "상태”

2) 언어 변수의 가본용어 집합 (T(z»: "Good", "Fair",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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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된 각 성능입력변수별로 기본용어들에 대응하는 소속함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먼저 ,유량오차에 대한 소속함수는

μGood(XI ) = 1- 2xI ’
0,

。< XI SO.5
XI> 0.5

(5.3-6)

μFair(XI ) = 2xl ’
2-2xt ’

-jnu

--

<-<-‘
지
.

<

<

0

3nU (5.3-7)

μBad(Xt ) = 0, 。< XI S 0.5

2xI -1, 0.5< Xl S 1
(5.3-8)

으로， 누설량에 대한 소속함수는

μG쩌(X2 ) = l-x2 ’
0< X2 ~ 1 (5.3-9)

μFair(X2 ) = 0 。 < x2 S 0.25

4x2 ’
0.25 < x2 S 0.5

3-4x2 , 0.5 < X2 S 0.75

0 0.75< x2 S 1

μBad(X2 ) = x2 ’
。 <X2 S 1

(5.3-10)

(5.3-11)

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에셔의 입력은 그림 5-5 (a)에셔 성능변수의

갯수를 션택한 후 그림 5-5 (b)의 윈도우에셔 각 변수의 소속함수를 정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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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요시 기본용어들을 표 5-3과 감은 변환규칙을 적용하여 확장할 수 았으나 본

예제에서는기본용어만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예제에서는 펌프의 과거 성능명가자료로부터 다음과 같이 concave 성능특성함수를

얻었다고가정하였다.

p(x) = X
05

(5.3-12)

이에 대한 전산시스댐에셔의 입력은 그렴 5-6 (a)와 같은 윈도우 화변에서 성능특성함수의

형태를 선정한 후 그림 5-6 (b)의 윈도우에서 함수의 모수만을 입력하면 된다.

본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단허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대해 기대수명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하였다.

Case 1 : 관륙시점은 1αm시 간， 상태변수 1 (유량)의 입 력값은 ”good”, 상태변수 2

(누출량)의 입력값은 "fair" 인 경우

Case 2: 관측시점은 1α)()시간， 상태변수 1 (유량)의 압력값은 "fair", 상태변수 2

(누출량)의 입력값은 "had" 인 경우

이 들에 대한 전산시스템에셔의 입력 윈도우는 그렴 5-7에셔 보여 준다.

Case 1의 상태변수 1 (유량) 업력값 갱00<1"에 대하여 기대수명을 계산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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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XI )'μGood (XI)dxl
A(p(xl);"Good")=~

| μGooμxl)dxl

-
fkxU(1-2x)&

f1-2x)&

=0.3806

/ ";-W .It, L_ /
e. ‘ 1,” uOO“”) - yf4(p(Xl); ” Good”) = 262726L_ (X.• " Good") = γj

같은 방법으로 Casel의 상태변수 2(누출량)입력값에 대한기대수명은

L
e2

(x2 ," Fair’) = 1421.87

이고 Case2의 상태변수 I 과 2 에 대한 기대수명도

Lel (Xl ,” Fair”) = 145021

LeI(Xz ,” Bad”) = 124688

(5.3-13)

(5 .3-14)

(5.3-15)

(5.3-16)

(5.3-17)

와같다. 이 들 결과들은그림 5-8 (a) 의 전산시스템 출력 윈도우화변에 나타나게 된다.

각 case별로 추정펀 기대수명은 최소값 연산융 채택하여 각기 142 1.87과 1246.88으로

결론지어칠 수 있으며 그립 5-8 (b) 에셔 전산시스템의 결과가 주어져 있다. 따라셔， 각

case의 부품잔여수명은현재 부품상태에 대한 각각의 정성적 판단을 입력으로 퍼지연산을

적용한 결과 421.87 과 246.88시간으로 추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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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과몇 검토

본 연구에셔는 관측시점에셔 정성석 언어변수의 입력값으로부터 퍼지이론을

적용함으로셔 부품의 기대수명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부품의 상태에 대한 입력변수의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알고리줌을제시하였다.

본퍼지수명예측알고리즘은간단허 적용됩 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으나，추정된 결과는

관련 소속함수와성능특성함수의 형태에 크게 외폰하였다.

응용분야로셔 spare part 관리나 보수시기 의 결정등과 같이 많은 분야에 손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추후 과거의 성능평가자료로부터 소속함수및 성능특성함수의 도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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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PSA 에서 불확실성 분포에 기언한 중요도 빛

민감도 계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깨발

1.개요

확율론적 안전성 평가(PSA)에셔 불확설성의 정량화 그과정은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타에서

불확실성의 지정과 마지막 위험도 결과에 불확설성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불확실성을 지정하는데는 주관척언 평가가 사용되어 불확실성의 정량화중에 만틀어지는

서로 다른 가정들에 의존하여 결과분포가 변한다. 게다가， 변하는 정도는 각 업력변수의

중요도에 의존할 수도 았다. 불확실성 중요도와 분포에 기인한 먼감도 분석은 입력시에

분포의 성점을 가지면셔 변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분포의 변화의 상대적인

영향과입력시의 불확실성이 결과의 불확실성에미치는공헌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최근에 나온 여러종류의 중요도 척도틀은 표 5-4에 정리하였다. Bier[5-18]. Iman등[5-19]과

Helton등 [5-20]에 의해 제안펀 불확설성 중요도 척도는 근판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추정

방법 이라기 보다는 분산에 근거한 Fussell-vesely 중요도 척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척도들은 결과의 불확실성에 주로 공현한 인자를 찾아내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분산은 업력분포의 이상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분산에 기초를 둔 불확설성 중요도 척도는 불확설성 충요도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상치의 효과를 조정하기 위혜셔 h때1등[5-21]은 로그

회귀분석(log regression)에 기초를 푼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로그 스케얼로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 스케일에셔 상대적인 의며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압력시의 불확설성이 결과의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Iman동 £5-21]은 결과분포의 백분위수(quantile)'에서 위치 이동에 의한

이변량(bivariate) 척도를 제안했는데 이변량 척도는 각 입력변수에 기인하는 불확실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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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한다. 버록 이 척도는 각 입력변수에 대해 분포상의

변화률 반영할 뿔만 아니라 분포상에서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때도 불확설성 충요도의

핵도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분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Khatib등 [5-22]은 이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이변량 척도외에 평균이나 표준펀차같은

통계적 대표값틀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런 어변량 척도와 대표값의 결합은 불확실성

중요도의 결정을위한명쾌한지표를 추~1 못한다.

이와강은 현재 사용중인 척도들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본 연구에셔는

불확실성 중요도률 위한 집합적인 척도와 분포상의 민감도 분석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정보이론적 엔트로피에 근거를 둔 척도로 엔트로피는 두 분포간의 상대적인

불확실성올 정의하는데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척도는 단지 결과 분포에서 단순한

통계량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분포 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폰의 척도들 보다 더

의마있는수단을제공할수있다.

4.2철에서는 불확실성 중요도와 분포상의 민감도 분석을 간단허 소개하고 결과분포가 잘

알려져 있는 PDF로 근사되는 경우에 상대적 에트로피 차의 정의로부터 새로운 척도를

유도해내고 후에 그 척도를 일반적인 결과 분포률 위해 확장하는 내용을 4.3절에 실었다.

4.4절에는 이런 척도틀올 실제 PSA 모탤에 사용합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예에 응용하였고 끝으로 결론은 4.5철에 설었다.

2. 불확설생 중요도와 면강도 활석

중요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고장수목 (tauh tree) 분석에서 정점사상(top event)의 발생에

기기나 단절집합(cutset)의 공현올 순위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요도 척도는 기본사상 (basic event)의 고장빈도나 고장률의 정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PSA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Fussell-Vesely중요도， 성능저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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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adation-impact) 위험도 감소가치 (꺼sk reduction worth) [5-23. 24]. 앞에셔 언급한

세가지 중요한 척도는 모두 점추정을 바당으로 하고 있다. PSA 결과에 대해 점추정

중요도 순위결정은 비교적 정확하다. 반변， 불확설성 중요도 분석은 천체 분포툴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분포들의 상대적인 순위결정은 더 복잡하다. 예률 들어， 평균은 높고

불확실성의 범위가 좁은 결과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끄는 평균은 낮은데 범위가 넓은

불확실성을 갖는 결과를 놓고 어떻게 정량적으로 순위결정을 해야하는지에 명확하지가

않는다.

결과분포는 입력 불확실성의 정량화에셔 설정하는 셔로 다른 가정에 의혜 변화한다. 이런

경우에 입력변수의 중요도는 단지 정추정 값이 아니라 천체 결과 분포에서 변하는 정도률

반영해야 한다. 분포에 기언하는 민감도 분석은 관심있는 부문이 정추정한 값의 변화인

전형적인 민감도분석과는 달리 입력변수 분포의 정량화 과정에서 만드는 서로 다른

가정들에 의한 갤과분포의 효과률 분석하는 기법이다. 첨추정에 의한 민감도 분석의

대표적언 예재는 입력변수 각각에 대해 결과변수의 현도함수 (partial de꺼vate)를 명가하는

것이다. 반면에 분포에 기인하는 민감도 분석은 결과 변수들의 분포상에셔 변하는

불확실성의 용어로 정의한다.

입력변수의 분포상의 변화에는 전형적인 세가지 경우가 있는데 각 압력변수에 대해

다음과같다.

1.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

2. 불확설성의 범위가 변하는 경우

3. 분포의 형태가변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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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특정한 입력 변수가 모수값을 갖는 확률 분포를 따콘다고 가정한 것인테 이것운

분포에 기인하는 민감도 분석의 특별한 경우로 간주한다. 두번째 경우는 입력변수에 대해

많은 (혹은 적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좁은 (혹은 넓은) 갖는 분포를 반영한다.

세번째에셔는 입력 분포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얀한 영향을 연구한다.

입력 불확실성의 전파가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반적으로 결과분포의 정량화를

Monte Carlo 방식의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하여 다음의 단계률 따라셔 분포에 기인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단계 1 :입력 분포에서 초기 집합의 정량화

단계 2: 결과분포를추정하기 위해서 컴퓨터 모델을통한입력 샘플의 투입

단계 3 :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분포상의 변화중 한가지에 근거하여 입력 분포의 재

정량화

단계 4 : 재정량화된 입력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분포를 추정하기 의해

2단계의 반북

단계 5 :그외의 입력사 가정에 대해서 3단계와 4단계의 반북

단계 6 : 모든 가정에 대해 얻은 결과 분포의 분석

1 ，3단계는 불확실성 척도의 션택과 불확실성의 정량화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셔

불확실성 척도는 확률밀도함수 (pDF)이다. 전 단계에서 정량화된 입력변수틀의

불확실성은 컴퓨터 코드률 이용하여 물리적인 모델이나 논리적인 모텔을 통해

전파된다(단계 2,4). 불확실성의 투입으로부터 산출되는 전형척인 결과는 결과변수플의

추정된 분포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런 결과분포의 통계적 특성치는 입력분포의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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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셔 딴틀어지는 다양한 가정에 의존한다. 이 가정에는 압력분포의 형태， 추정한

불확실성의 범위， 관련된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정중 한 가정에 기초를 둔 결과의 로버소트성

(robustness)을 연구하려면 입력 불확실성의 정량화와 또 다른 가정을 했을 때의

불확실성 투입올 위환 단계를 반복해야 한다 (단계 5). 6단계는 결과변수의

분포상에서의 변화에 대한 적당한 척도와 계산을 하는 단계인데， 위에셔 언급했던 셰

경우의 각각에 대해서 분포에 기인하는 먼감도를 제산하고 그것에 의해 압력변수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절차에 지시한 것처럼 불확실성 중요도와 분포에 기언하는 민감도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단계는 결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장 콘 공현도와 영향을 주는 입력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당한 척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3. 척도의유도

이 절에서는 불확실성 중요도의 집합척인 척도와 여러 형태의 결과 분포상의 변화를

유도한다. 그 척도는 입력분포에 대한 가정충 한 가정에 기초를 푼 결과 PDF와 나머지

결과 PDF의 근사성 (closeness)을 추정하고 입력시 가정의 중요도를 나타내기 위해 이

끈사성의 크기률 비교한다. 두 확률분포 함수사이의 끈사성을 위한 가능한 척도는 많이

있는데 본 연구에셔는 Kullback- Leiber 식별자를 제한하였다.

가. Kullback-Leiber 식별자

불확실성의 척도로셔，혹은정보자료가주어졌을때 전해지는 정보의 양에 대한 척도로셔

Shannon[5-25]은 확률분포의 정보논리적인 엔트로피를 제안하였다.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용하여 kullback-Leibcr 삭 별자인 I (i:o)는 한 PDF 진 (x)와 다른 PDF fo (x)의 상대적 인

엔트로피 (혹은 불확실성)차이로 정의한다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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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는 연속변수의 공간을 나타낸다.

대수표현인 In[f. (x)! fo (x)]는 fo(x)에 대한 힌 (x)의 관점에서의 식별을 위한 X의 정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I (i:이는 fo(x)에 대한 f. (x) 관점에셔의 식별을 위한 정보의 평균을

표현한다. 다시말해서

I (i:o)는 두개의 PDI쩨 의해 전달된 정보에셔 기대되는 상대적인 차이이다. foe치는

기본상태로 초기 입력 변수들에 근거를 둔 결과여고 힌 (x)는 분포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또다른 결과분포라고 한다변

I (i:o)의 크기는 다른겹과 분포 f. (x) 에 반영펀 어떤 변화에 대하여 fo(x)에 근거를 푼

결과의 로버스트성의 지표이다. 계산펀 I (i :o)는 기본 경우와 입력변수에 대한 가정을

근거로한 결과분포 사이의 상대척인 불확실성 차이이다. 그래서 I (i:o)값이 클수록

불확실성 차이가 큰 것을 의미하고 결과분포에서의 변이도 더욱 커진다. 그러므로 I

(i:o)값이 가장 큰 입력 변수는 결과분포에 영향을 주는 변에서 가장 충요하다. 만약

두개의 분포가 동일하다면 (즉，갇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면) I (i:이는 0 에 근사한다.

냐. 기본이 되는 PDF에 근거툴툴중요포 척도

식 (5.4-1에l셔 나타난 것과 같이， 불확실성 중요도와 분포상에 기인하는 민감도 척도에서

핵심이 되는 분야는 주어진 정보나 계산된 결과 데이타를 바탕으로 적당한 PDF의

션택이다. 많은 혜석가능한 분포들이 계산된 결과의 특성에 근거를 두고 공식화 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분포들은 일반적으로 매개변수 공간의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분포모양을 가질수도 있다. 그래서 모의실험으로 나온 결과분포를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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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PDF의 션택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이 장애서는 I (i:o)의 기초가 되는 PDP를

션택하기 위해 두가지 시도를 고려하였는데， 하나는 실제분포를 알고 있는 (혹은

가정하는) 경우이고 포 하나는 모르는 경우이다. 이 장에서 첫번째 경우는 PSA'에서 자주

접하는 로그정규분포와 두 매개변수를 갖는 와이블 분포를 주었고 두번째 경우는 최대

엔트로피를 갖는 PDF를 이 용하였다.

(1) 알려져 았는분포

(가) 로그정규왈포

로그정규분포는어떤 변수의 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밀도 함수이다. 이 분포는

원전의 신뢰도 분석과 위험률 분석에셔 실제데야타는희박하고 범위는 넓을 때 아주 드문

고장률을기솔하기위해 사용되어 왔다. 로그정큐분포의함수형태는다음과같다.

f(x)=파째[- &2 z}

여기에셔 크기가 없는 공간 인자 (shape factor) a = In (EF) / 1.645이고 스케일 언자(scale

factor) ~ =충위수 값이다. 오차인자(eπ'Or factor)인 EF는 주위수에셔 95%비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로그정규분포를 가정하면 I (i:o)는 아래와 같다.

l(i:o)=많r +(ffi<뤘~r꽉찮)-1]

석 (5.4-3)은 충요도가 충위수， 중심쪽으로 볼려드는 경향의 크기， 오차인자，불확실성의

척도로 명백하게 표현되는 흥미로운 형태를 갖는다， 물론 두 분포가 동열하다변 I (i:o)는

0야고， 중위수가 갑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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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o)는 단지 오차인자에 의존한다.

(냐) 두 매개변수툴 갖는와야블 왈포

이 분포는 넓은 범위의 매개변수 공간을 다루고 있어서 형태인자와 크기인자를

명사함으로써 완전하게 정량화된다. 두개의 매개변수는 확률밀도 합수에서 다음과 갈이

정의한다.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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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크기인자이고. ~는 형태인자이다.

I (i:o)는와이블분포를가정하면아래와갈이 된다.

l (i :o);;;:; -1 + In(꽉) +c(~O - 1) - ~o In( ~j ) +(좌)~o r( ~o + 1), (5.4-5)
~o ' " ~i -, ,-v λ。 λ。 ~i

여기에서 C는 0.577216과동일한상수이고아래첨자 o는기본경우를 i는 i번째 입력분포가

변했을때의

분표에 가언하는 민감도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r는 감마 (g뻐lJDa) 함수이다.

만약에 두 비율. AoIλi 와 \301~i가 모두 1에 접근한다변 두 분포는 동일하고 I (i:이는 0으로

간다. I (i:o)는가클수록 두 분포가 각각의 형태와 변이의 범위가다른 것을 나타낸다.

(3) 최대 엔트로펴 확률훌포

위에서 언급한 로그정규분포나 와이블 분포감이 결과변수에 잘 틀어맞는 분포툴 알고

있으면 분포의 매개변수는 각종 추정법， 예를 들면 최소자승법 (least squar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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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법 (moment method),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최대 엔트로피 방법등

[5-27] ,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결과 변수의 분포틀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특정한 분포를 제안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없을 때는 모든 결과에

타당한 좀 더 엄밀한 방법으로 PDF를 구한다. 그런 상황에서 최대 엔트로피 원리는 PDF률

구하는데 더 의 ul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용가능한 정보내에서 분포의 가장 타당성 있는

추정을제공한다.

확률분포를 공식화하기 위해 행하는 최대 엔트로피 방법은 Jaynes의 원리 [5-28]에 근거률

두고 있는데 최소의 펀파를 갖는 확륭분포는 주어진 정보에 의해 제공되는 제약에 대한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확폴분포라는 원리이다. 그래셔 최대 엔트로피 PDF는 많은

가능한 분포틀 중에셔 가장 현의가 없고 동시에 최소의 주관을 갖는 확률밀도함수이다.

이것은 최근에 PSA 영역에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다[5-29， 30, 31 , 32]. 본 연구는

제약으로 표본 관찰치에서 염은 유한개의 표본 모멘트가 주어진 상황을 다룬다. 기본이

되는 PDF는 다음의 공식에 나타앉다. (부록 A 창조) :

N

f(x);;;;; exp[λ。+ ελk<l(X)k] (5.4-6)

위 식에서 λ 는 주어진 결과에서 N개의 표본 모벤트로 추정된 제약이고 a(x)는 변수X의

함수를 표시한다. 쳐l산된 결과에 의해 이용가능한 정보를 얻었을 때는 결과변수의 최대

엔트로피 PDF를 정확하계 추정하기 위해 이론적으로무한개의 표본 모멘트가필요하지만

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어를 위한 기준으로 적합성 검정을사용한다 [5-33]. 많은

경우에 분포함수에 대한 아주 적당한 근사는 처음 4개나 5개의 모벤트률 이용하여 얻는다

[5-32]. 만약에 진 (x)를 위식의 형태로 표현한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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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 (x) 또한 힌 (x)때의 A 들과는 다른 A 의 집합을 갖는 비슷한 형태의 삭을 갖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모의실험 결과를 추정한 최대 엔트로피 PDF로 I (i:o)는 다옴과 같다 (부록 A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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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셔. mj，k는 결과분포의 모멘트률 의미하고 있고 mj,O= 1이다.

4. 타당성초샤

앞장에서 불확실성 중요도와 분포장에 기인하는 민감도 척도에 대한 몇가지 명백한

공식이 kullback-Leibler 식별자와 가정한 PDF 뜰에 기초흘 두고 이끌어냈다. 확률분포에

대한 가정을 했을때나 가정이 없을 때 I (i:o)는 불확실성 중요도와 분포에 기인하는

민감도 분석의 계산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모웰에 현재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예률 들었다. 시스댐 이용불능도와 신뢰도는 시스템 고장수목의

부울린 (Boolean) 표현법으로부터 얻는다. 따라서 고장수목의 정점사상과 관련이 있는

불확실성과 빈강도 분석은 그 정정사상과 대응하는 부울련 표현법의 수리적 연산을

포함한다. 어떤 정점사상의 수리적 표현이 참고문헌 5-19에셔 채택한 다음의 형태를

갖는다고가정하자:

Top(x) =x1x3x5 + x1x3x6 + x 1x4x5 + x1x4x6 + x2x3x4 +
(5.4-8)

X2X3X5 + x2X4X5 + x2x5x 6 + x2X4X7 + x2X6X7

이 정점사상은 10개의 단절집합과 7개의 사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XI과 X는연간

발생하는 수를 나타내는 초기사상이고， 반면 기폰사상 x 에서 X7 까지는 기기고장률을

나타낸다. 초기사상과 기본사상이 각각 2. 3. 0.001. 0.002. 0.004. 0.005. 0.003의 평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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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사상에 대한 오차인자는 2.0이 된다.

값을 얻는 것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사상틀이 셔로 톡립이라고 가정하자. 이 가정하에

4.2절에서 기술한 업력 변수의 셰가지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 응용을 만틀었다. 각각의

션태된 입력 변수에 대해;

a.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

b. 오차인자는 5썩 증가하여 모든 사상은 10.o.QJ 오차안자률 갖는다.

C. 두개의 초기사상에 대한 분포의 형태가 평균과 분산이 같은 정규분포로 변환

되었다.

경우 a에서는 특정한 압력변수에 대해 모수률 갖는 (본 연구에서는 명균) 확훌 분포률

대응시 킨다고 가정하여 각 입력변수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경우 b는 입력변수에 대해서

많아 알고 있지 않은 극단적인 경우라서 더 넓은 범위의 분포들이 활당된다.

입력분포형태에셔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영향은 경우 에1서 연구한다. 위의 셰가지

경우의 각각에 대해서 분포상에 기언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두 종류의 결과분포가 얻어졌는데 하나는 기본 경우의 분포이고 다룬 하냐는 민감도

경우를 위한 분포이다. 기본경우에 대한 결과분포를 얻기위해서 처음에는 모든

입력분포가 주어진 모댈을 통해 전파된다. 이때 Latin Hy야rcube 추출법 αHS)을

사용하여 어떤 특정한 갯수의 표본을 얻는데 표본의 갯수는 100으로 제한하였다.

분포상에 기언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변화가 었는 입력 분포는 위의

모텔을 통해 전파되고， 반변에 남은 입력 분포는 원래의 분포를 갖는다. 그런후에 추정한

PD해l 근거를 두고 각 민강도 경우에 대해 불확실성 중요도와 분포에 기인하는 민캅도 I

(i:o)를 구하고 불확설성의 상대적 영향은 I (i:이의 절대값에 의해 순위흘 결정한다. 두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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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를 갖는 와이블 분포에 적합한 결과분포룰 이용하는 분석방법은 이미 참고문헌

5-34에서 사용해 왔고 그 방법의 타당성과 유용성은 원자로 사고시 초기 계산하는 간단한

모댈을 통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불확실성 충요도 분석을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인 FORTRAN [5-35]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예제에서 결과의 PDF는

모의실험을통해 얻은분포의 최대 엔트로피 방법에 의해 구하였다.

불확실성 충요도 척도와 대응하는 각 민감도 경우의 순위는 표 5-5에 실었고 최대

엔트로피 PDl혜 의헤 추정한 결과분포의 중요도는 식 (5.4-7)에서 계산하였다. 씨가지

민감도 경우에서， 불확실성 중요도의 예제는 변수 2, 6, 5 (즉， 높은 순위로 해서 3

등급까지 대응하는)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결론은 주어진

정점사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높은 순위에 었는 변수틀의 불확실성에

기언한다고할수있다.

위의 결과에 대한 비교률 위헤 통계적으로 움직이는 매개변수의 변이률 이용한 두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불확실성 중요도의 결정을 위한 명빽한 지침을 제공한다. 두방법중

하나는 [5-21]결과분포의 백분위수에서 위치이동에 근거를 둔 불확실성 중요도의 이변량

획도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5-19] 결과 불확실성에 대한 입력 불확실성의 기대되는

공헌도를 나타내주는 표준편차를 사용한다. 펀차 척도률 명가하기 위해서， 특히

참고푼현 5-19에 나온 민감도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방법은 주어진 모텔을 통해 각 압력

분포를 전파시켜 민감도 경우의 결과분포를 얻고 반면에 나머지 입력을 추정한 평균치를

갖는다. 이 방법의 결과는 입력변수틀의 분포상의 변화가 어떻계 결과 왈확실성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분포에 기인하는 민감도 경우 1에 의해 나온

결과와 거의 비숫하다. 계산하여 구한 중요도와 두가지 방법에 대한 순위는 표 5경， 7에

실었다. 표5-5 ， 6, 7에서 보면 변수 2가 모든 민감도 경우와 세까지 방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입증된 반면 다른 변수틀은 경우나 방법마다 조금씩 순위가 다르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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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경우 I과 3에셔 현재 방법은 변수5와 6어l 각각 3과 2의 순위를 준데 반해 이 변량

척도방법은 다르게 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런 차이는 여기서 제안한 방법이 전체 결과

분포에 의폰하는 반면 그밖의 방법은 결과의 특정한 통계적인 매개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실에 기인한다. 많은 경우에샤 기존의 방법은 사용하기 펀리하고 각 입력에

적용가능한 불확실성에 대한 좋은 정보룰 제공한다.

5. 결과몇 검토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 중요도와 분포에 기인하는 민감도 분석을 간략하게 기솔하였고

기본적인 정보이론에 근거를 둔 불확실성 중요도와 민감도 분석의 척도는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분포가 잘 알려져 있는 확률분포로 근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응용변에셔는 최대 엔트로피 확률 밀도 함수를 사용하여 이플어냈다. PSA모텔에 대한

그 척도의 타당성은 한 예제를 통해 조사했는데 다융의 3가지 경우에서 분포에 기언하는

민감도 분석을 다루었다; (1) 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한 경우， (2) 불확실성의 범위가

증가한 경우와 (3) 셔로 다른 분포의 형태를 가정한 경우이다. 위에셔 고려한 모든

경우에서， 불확설성 중요도와 분포에 기언하는 민강도 척도를 구하여 기존의 두가지

방법과 비교하였는데 두 방법중 하나는 결과분포의 백분위수에서 위치이동에 근거를 둔

이변량 척도이고다른 하나는 표준펀차이다.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버록 기폰의 불확실성 중요도 척도가 많은 경우에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하였지만 근본척언 제약을 갖고있었다. 즉 그 척도 결과 분포 전체가 아닌

단지 몇개의 통계량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결과분포 전체에

기초를 둔 불확설성 중요도에 대한 확고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때 결과분포는 최대

엔트로피 원리에 의해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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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제안한 척도는 서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틀을 통합한 효과를 반영하는 다양한

입력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위험도 측면에서의 변화를 조사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결과분포 전체에 근거를 둔 결과의 로버스트성과 불확실성 중요도의 직접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실체응용연구에서는 이 척도가 불확실성 중요도 측정시 단지 적당한

결과분포를 추정했올 때만이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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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부록 A: 최대 엔트로펴 PDF어l 근거를푼 I (i:o)의

표본 관찰치에 대해 유한개의 표본 모멘트가 주어진 제약하에서 최대 엔트로피 PDF는

다음 공식에 의해 결정한다 :

(AI)H= 一IR(x)f(x) ln[f(x)]dx,최대엔트로피

N+l개의 제약을 가정하여

(A2)k= 1,2,•.. , N ,L·‘
m-XA

u、치

/
l

·
、

t
I‘

L
KX”M

·l
l
l
l
t

(A3)
...
‘-XA

U서
K

서
R
’---‘

여기셔 N은 사용한 보멘트 갯수이고 mk는 원점에 대한 k번째 모멘트이다.

식 (A2)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표현하는 반면， 식 (A3)은 확률이론에 의해 부과되는 표준

제약을 나타낸다. 실제문제에서 위의 식은 라그랑지 승수 최적화 방법 [5-32]을 이용하여

풀수있다.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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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mXA

U치
KL

kV
A”

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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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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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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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ι
i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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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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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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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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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셰L
+

<U

‘A/
1,
、

+L---L

여기서 E는 수정된 라그랑지 함수이고 λ。， λk는 라그랑지 승수이다.

dL
도합수 은 0으로 놓으면 최대 엔트로피 PDF의 형태는다음과갈다.

d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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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f(x) = exp[λ0+ EλkXk] (A5)

λ의 값은 식 (A2), (A3), (A5)를 적당히 조합하여 나온 식들로부터 분석적으로나

수치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엔트로피 원리는 결과 데이타에서 유일한 PDF를

생성한다. 반면 편리한좌표원리를 선택한다변 좌표변환을고려해야한다.

y = a(x) (A6)

여기서 a(x)는 적당히 맞는 합수이고， dy / dx ~ O.

예를 들어 매개변수의 공간 R(x)를 크기순위로 정리하였다변 직관적으로 대수 스케일이

더 척당한 션택이 된다. 그러므로 변환 y=a(x) 는 x-좌표계에서 확륨밀도함수 f(x)의

다음과 같은 변환을 유도한다.

g(y) = f(x) /앞 (A7)
ax

변환후에 식 (AI), (A2), (A3)은 다음 형태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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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개의 제약올가정하여

JR(Y) ykg(y)dy = m• , k=1 ,2 ,... , N ,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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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셔 R(y)는 y-좌표계에서 메깨변수의 공간이고 fit 는 y-좌표계에서 변환된 이용가능한

모멘트를나타낸다.

그러면，라그랑지승수 최적화방법은다음의 해답을이몰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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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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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사 는 y확표계에서 라그랑지 송수이다.

전경우와 마찬가지로 λ0 ， λk의 정확한 값은 식 (A9), (AID), (Al l)의 적당한 조합에 의해

얻을 수 있다. x-화표에서 최대 엔트로퍼 PDF의 최후 형태는

、l,
z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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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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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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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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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n
v

꺼A
F---‘

째
p
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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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이 식은 최대 엔트로피 PDF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a(x) =x일때는 식 (A5)와 갈다.

힌 (x) 를 식 (AI2)는

표현한다면 fo(x)는 fl(x) 의 λ들과의 다른 fj(x)의 λ툴 갖는 버슷한 식올 갖는다.

그러므로 식 (AI2)는 I(i:o)률 추정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석 (All)과 (A12)률 활용하여

I(i:o)를 추정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식 (All)파 (A12)률 활용하여 I (i:o)는 다음의

형태에 의해 표현할 수 있다.

l (i:o)=싫(X)ln[짧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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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용어 확장을 워한 변환규칙의 예 [5-13, 16]

용어 소속함수

Good μG(X)

기붙용어 Fair μF(X)

Bad μa(X)

VcrvGood 에'G(X) =(μG(X)}Z

More or Less Good μMG(X) ={μG (x)} 1/2

확장용어 Good or Fair μ:Gp(X):; Max(μG(X) ， μp(X)]

Bad or Fair μ:BP (x) =Max[μB(X) ，μp(x)]

More or Less Bad μMB(X) ={μB(X)}ν2

Very Bad μVB (X):; (μB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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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현재 PSA 환경에서 제안된 불확실성 중요도 척도

Proposers Uncertainty Importance Measure Criteria

UI(j) =Var(XJi) avaI·(Q)
Bier[5-18] V머'(Q) dVar(x j) A reduction in the output

vanance

DI(j) 등 Var(Qj) / Var(Q)

[ ]l/2 aQ
VI (j) = IVar ( Xj) dx A square root of expected

Iman and Hora
j

reduction
[5-19] n n in the output variance

LQf.j - (L Qi,j)2
UI( j) 응 [ i=1 i~l ]1/2

0-1

A percentage contribution in the

m 서g、아l~때v‘~]띠 x
output: standard regression

Helton et al.[5-20] coefficient
dXj LVar(Q) J I 0

UI (j) = R2 statistic value (l) A percentage change in the
output:

Iman and Hora
UI( j)a = [~.뜨F , Q ji·Ii aQ

detenninant coefficient of
[5-21] regression model

~ . QI-CX (2) A bivariate measure of the
change in the output
distribution. a. =quantile

A combination of statistical
Khatib et aI.

UI(j)a = [μ， eZ ，경]，
par없neters

[5-22]

§= IQi」 ·nu / Qij,ll-IuI ] ,a = 0.95

[Qa I Ql-a]

An expected difference in the
’The Present

UI(J)· =I fQ (X)m[ fQj (X)]
output

Method uncertamty
J" LfQ(x)

참고 a: 분포에 기인하는 민감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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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5 본 얀구에서 제안한 불확실성 종요도 척도와 순위

Uncertainty Importance Measures

Changed
Vanables Case 1 Case2 Case3

x’sa Medianb EP: l( i:O)d Moo뻐a EF l{i:o) Median SF I(i:o)

2.OO3E-4 1 91 62GB-2(l) 6455E-5 10.86 9.61E-2(J) 2.005E-4 1.92 7.54E-2(I)
X2

1.893E-4 2.36 356E-3(7) 4.124E-S 17.32 7 S2E-3(7) 1.904E-4 2.36 S.96E-3(4)
X3

1916E-4 2 .35 1.42E-2(5) 4.926E-S 14.36 3.39E-2(4) 1.92.5E-4 2.28 l.S3E-3(7)
X4

1929E-4 222 276E-2(3) 5.413E-S 14.71 4.84E-2(3) l.995E-4 2.09 l.1 1E-2(3)
Xs

1.967E-4 211 3.71E-2(2) S.938E-S 10.34 6.68E-2(2) 2.038E-4 198 6.15E-2(2)
X6

1.890E-4 238 883E-3(6) 4.326E-S 19.12 1.35E-2(6) 1.920E-4 2.34 3.8IE-3(S)
X7

Basef

Case l.876E-4 244 - 3.671E-S 2044 . l.903E-4 2.40 .

참고 a: 변수 x의 분포상의 변화에 끈거를 푼 컴퓨터 실행

b: 각 변수의 분포상의 딴화에 의해 얻은 정점사상의 중위수

c: 각변수의 댄회-에 으l 헤 얻은정정 사상의 오차인자

d: 최대 엔트로피 PDFol1 근거툴 둔 불확설성 중요도 척도

e: 불확실성 중요도 순위

f 모든 변수의 완전한 분포에 근거를 둔 불확실성 풍요도 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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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 이띤량 착도에 의한불확실성 중요도 척도와순위

Uncertainty Importance Measures

αlanged

Variable Case 1 Case 2 Case 3
s

x ’S8 [Ra ,R1_a ]b [Ra ,RI- a ] [Rα ， Rl-a ]

Xl [1.07,0.99](5)C [2.28,1.02](5) [1.11,1.01](5)

X2 [1.25 ,0.84](1) [3.64,0.93]( 1) [1.48,0.84](1)

X3 [1.01 ,0.98](6) [1.49.0.95](7) [1.06,0.98](7)

X4 [1.06,0.98](7) [2.21 ,0.94](4) [1.13,0.96](4)

Xs [1. 16,0.94](2) [2.49,1.06](3) [1.21 ,0.92](2)

X6 [1. 13 ,0.91 ](3) [2.63 ,0.82](2) [1.18,0.88](3)

X7 [1.07 ,0.98](4) [1.63 ,1.10](6) [1.06,0.98](6)

창고 a: 변수 x의 분포당의 변화에 기인하는 컴퓨터 실행

b: 참고문헌 4°11 근거툴 둔 이변량 척도와 Q=O.05.
c: 불확실성 종요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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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표준편자애 근거-한 불확실성 중요도 척도와 순위

Changed Uncertainty Importance Measures
Variables

x ’sa Mcdianb EP: S.Od

XI 2.144E-4 1.229 2.37E-6(6)

X2 2.047E-4 1.736 7.21E-5(l)

X3 2.159E-4 1.153 1.58E-5(7)

X4 2.118E-4 1.360 3.68E-5(4)

Xs 2.088E-4 1.522 5.26E-5(3)

X6 2.074E-4 1.594 5.92E-5(2)

X7 2.136E-4 1.269 2.76E-5(5)

Basee

Case 1.876E-4 2.437 1.25E-4

참고 a: 변수 x의 분포와평균값에 의해 고정된 다른변수들에 의한컴퓨터 실행

b: 각변수의 섣포에 의한 정정사상의 충위수

c: 각변수의 분포애 으l한정점사상의 오차인자

d: 각변수의 꽁포이} 의한정접사사의 표준현차

e: 모든변수의 완전한분포에 의한컴퓨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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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 p(x):::; x constant

(비 Convex p(x) =xk , k>l decreasing

(c) Concave p(x) =xk , k<l 1ncreasmg

(c) S-shaoe decreasing후 increasing

그렴 5-3 성능특성함수의 유형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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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소속함수 업력과 관련한 전산시스탬의 윈도우화변

그렴 5-6 성능특성함수의 결정과 관련된 전산셔스탬의 윈도우 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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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껄론



제 6 장 컬론

제 1 절 PSA 방법론개발

1. 저출력/정지시 PSA 방법론 고찰

원자력발전소의 저출력/정지시 (low power and shutdown condition) 에는 전출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작동될 계통과는 발천소 구성상태 (configurations) 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었다. 정지냉각계통 (잔열제거계통)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만 그외의

안전체통을 포함한 대기상태계통 (standby system) 은 대부분 작동될 수 없도록

격리되어 있다. 그리고 저출력/정지시에는 많은 보수작업이 잔행되고있다. 특허

부분충수시에는 원차로냉각재 수위가 낮으므로 정지냉각계통의 부주의한 운전사

잔열제거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 보고셔에서는 부분충수운전시 발쟁가능성이 가장 높은 찬열체거기능

상실사고에 대한 사고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부분충수시 잔열제거

기능상실이 잔열제거펌프의 홉입유량 상설 초기사건에 대한 운전원의 부적철한

판단과 조치에 의해 노섬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올 제시하였다. 결국 저출력/

정지시에도 운전원이 발전소상태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룩 하기 위해셔는 총체적 운천지원 환경 (설비， 절차서，기술지칩서 등)의 개션 및

운천보조 시스템의 개발여 부분충수 운천시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기폰의 발천소안전성은 단지 발천소가 정지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 분석에서 보듯이 밥천소는 정지중에도 충분허 안전성을 위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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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논 잠재성을 내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잔열제거기능 상실사고 시나리오

분석결과로부터 다음과같은일반적 사향을 도출하였다.

운천원의 작동실패가 노심손상으로 가는 사고경위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인간오류는 기기고장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확륨이 높다. 그러므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노섭손상으로 갈 확률이 매우높다.

• 보수시 주요계통을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monitoring) 시스템이 었어야

한다. 특히 천기계통과 관련된 주요안천계통의 종속성을 정확하재 파악해야

한다. 보수를 트레인별로하여 보수와 관련펀 보조계통 또는 안전계통이

발전소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보수로인한 계풍이용불능도는 발천소경험에 바탕을 두고 계산되어야 한다.

정지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타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해야한다.

운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았는 여유시간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잔열제거기능 상실에 따픈 정확한 열수력분석이 휠요하다.

• 보수작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전지원시스템이 멸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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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진 PSA 방볍롱개발

본연구에셔는 SRA률 위한 절차와 분석시 이용하는 몇 가지의 기법을 철차에 따라

정리하였다. 그러나언급했던여러 SRA 기법틀은각각나름대로의 장점과단점을가지고

있다. 즉 정확한분석결과를얻기 위해셔는 분석시간과비용이 많이 들고， 지진 재해도

분석시 야기되는 불확설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야 큰 분석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더 연구하여 새로운 SRA 기법을 개발하여 분석을 수행한다면，보다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PSA 기법은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고，내부사건과의 연계와 버교가 용이한 반면，지진

재해도 분석시 야기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석 결과도 큰 불확실성을 내재하게 펀다.

불확실성은 SRA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얀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SMM 기법올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예상된다.

SPSA 수행시 대두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취약도 분석이다. 기 개발된 Zion 방법과

SSMRP 방법 충에서 SSMRP 방볍으로 상세한 취약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분석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업성을 가진 PSA 수행시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Zion 방법을 더 션호한다. 그러므로 Zion 방법에 SSMRP 방법을 가미한다변，

분석 비용과 사간을 줄일 뿔만 아니라 신뢰도가 큰 분석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아를

위해서는 안전 인자 방법으로 반응도룰 분석할 때 설계 자료에 대해 션형적인 방법으로

반응도를 유추하논 대신 비 션형 적 인 효과를 이용하고， 취약도를 local response term으로

나타낸다변 좀 더 상세한 휘약도 값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에 제안한 기법을

위한코드도개발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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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셔는 IPEEE'에셔 제시하는 지진 분석방법을 조사하고 그 이외에 기 재발된 타

지진 분석 방법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진 분석 자립을 위한 기초를

확립했다. 여러 분석 방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셔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진 분석시에 필요한 보다 신뢰성야 있는 지진재해도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미국 및 일본의 최근 결과에 의하면 지진재해도 민감도 분석에서

지진재해도 명가관련 3종류의 중요 입력자료 (지진면 입력자료， 지진파 감쇠특성

입력자료 및 부지의 지진파 전달특성 입력자료)의 하나인 지진파캄쇠모델 요소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3가지 입력자료의 각각에

대한 상대적 불확실성이 서로 유사할 경우 의미가 았으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 3가지

업력자료의 각각에 대한 상대척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친재혜도 개발사에 척절한 지진

감쇠모웰을 사용하면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Zion 방법과 감은 SPSA 방법은 비용이 적계 들고， 시간이 덜 소요되는 장점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지진 재해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SPSA 방법에 기초를 두고 Zion 방법 SSMRP 방법과 SMM 방법을 조합한 지진

분석기법을개발하면보다 신뢰성있는결과를얻을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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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PSA 수행용 S/W개발

1. 언간신뢰도데이타베이스구축

PS~에셔 인간신뢰도분석은 실제적인 인간선뢰도 데이타 부휴으로 많은 방법론이

개발되어 왔지만 분석자마다 인간오류 평가사 고려하는 수행특성인자와 사용하는

방법론이 셔로 상이해 정량화의 결과는 종종 커다란 차이를 보여왔다. 우리탑에서는

인간오류 확률펑 가 코드인 HREP 쩌uman Reliability Evaluation Program)의 원할한 사용，

그라고 데이타의 부혹과 인간선뢰도 분석시 나타나게 되는 분석자의 주관적 홉변을

배제하기 위하여 PSA 보고셔에 나타나있는 인간오류를 수집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툴

수행하여 데이타베이스의 정보 양식올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래의 인간신뢰도

분석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정보양식을 새로이 확정하고 기폰 정상운천에 대한 107ij의

PSA 보고서와 져출력/정치 운천에 대한 2개의 PSA 보고서에 있는 인간신뢰도 테이타

450여개를 데이타베이스에 입력하였으며 데이타베이스 사용시 계통분석자나 비

천문가에 도웅을 줄 수 있도록 인간신뢰도 분석 과정 및 방법론， 사용 데이타률

검토.요약하여 기술하였다. 인간신뢰도 분석의 진천된 연구률 위해셔는 PSAl에서 고려된

인간신뢰도 뿔만 아니라 실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했던 언간오류 사건을 PSA

측면에서 수집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의 사건은 인간

오류 이해와 인간오류의 청량화 모텔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간오류의

이혜와 인지모웰의 개발에 기초가 되는 오류발쟁 mechanism과 인간성능에 영향끼치는

수행특성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 ,그리고 과제분석 (task an때ysis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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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COA-WIN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통원언고장 분석건드 COCOA-WIN 은 이천의 α)S용 COCOA

에셔는 체공하지 못한 완벽한 형태의 데어타베이스를 관리능력을 제공과 대폭 확장된

자료저장 능력， 정량화모수 추정 종류 다양화， 다룰 수 있는 공통원인고장 그룹크기

확장등의 개선등을 통하여 공통원인 고장 자료의 데이타베이스 관리와 정량화 모수

추정을 통합척으로 처려할 수 있게 혜 줌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통원인

고장분석 수단을 제공하여 준다.

사용자의 현이성에 중첨을 두어 개발된 체계는 코드냐 사용 소프트훼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이도 COCOA-WIN 이 지시하논 대로만 따라가도 쉽게 정량화모수 추정치를

얻을 수가 았계 되어 인력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COCOA-WIN 을 통하여 공통원인고장 경험자료들이 압력되어 데이타베이스화

되면 정량화 모수 추정 뽑만아니라 공통원인고장 원인들 파악과 더 나아가서

공통원인고장 방지대책 수립을 통한 원천 얀천성 확보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혜

줄것으로기대된다.

공동원인고장 정량화모수 추정의 핵심은 경험자료률 분석 명가하여 영향벡터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애는 고도의 전문성 및 경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COCOA-WIN 을 효율척으로 사용하기 위해셔는 공통원인고장 분석에 대한 천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천문가 한 명을 지정하여 고장 경험자료틀을 분석 펑가하여 COCOA-DB 에

데이타베이스화 혜 놓고 일반 분석가틀은 COCOA-PE 까 제공하는 모수추정 모률에만

접근하여 각자가 필요로하는 모수들을 추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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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RAP-WIN 개발

KIRAP은 국내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생 평가에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K.IRAP-WIN은 기존

KIRAP의 입증된 Algorithm을 사용하여 Windows 환경에서 객체지향프로그래빙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중에 었다. KIRAP-WIN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객체를 제공하는 PPAM 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고있다.

OOP와 그래픽 환경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시 일관된 정보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종합

데이타베이스 관리가 KIRAP-WIN의 한특정이라할수 있다. 개발자에게는 재사용할수

있는 객체의 사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가 훨씬 단축되고 소프트웨어 V&V가

효과적이며， 한펀 PSA 분석가에게는 고장수목과 사건수목 모델링， 수량화， 레포팅 등과

같은 것을 상당히 감소된 시간과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KIRAP을 본 보고서 제4장에셔 기술한 Architecture에 근거하여 종합 PSA

cαIe package로 발전시킬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다. KIRAP-Win (KIRAP Version 3.0 으로

잠쟁 명명)은 이의 첫단계로 1단계 PSA 수행용 코드에 해당하며 KlRAP 4.0에셔는 1, 2, 3

단계 PSA 몇 사고관라를 포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KIRAP5.0에서는 P&ID의 연계，

OODB의 활용， OLE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의 적용 등 KIRAP 4.0의 기능을 확대

보완하고 KIRAP 6.0에서는 Living PSA를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code

package 의 개발로 전 PSA의 업무가 I단계부터 사고관리까지 전산화된 체계적인

셔스댐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1 단계 PSA 연구팀은 향후 이러한

종합화된 안전생평가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문제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2， 3단계 몇

사고관리 연구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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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철 신기술접목연구

1.동척위협도관리도구 PEPSI 개발방안

본 연구에셔는 동적 PSA 개염에 근거한 원전의 리스크 평가 도구인 PEPSI 의 방법론

개발올 수행하였다. 먼저 동적 PSA 방법론의 장점을 살펴보고， 최근 관섬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NRC의 보수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동적 PSA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쩨 기폰에 개발한 PEPSI 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들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적절한 시간내로 리스크를

재계산 하는 방법과 고장수목 모텔을 동적 PSA용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이상으로부터 앞으로 요구될 PEPSI의 기능을 도출하였다. 이들 기능을 만록하기 위해

실제로 PEPSI 소프트훼어를 개발할 때 어떻게 차료와 모웰을 연결하여 계산을 수행할

것언지에 대한 흐름도 (flow chart) 를 작성하였다. 현채 국내에는 많은 원천에 대한 PSA 가

수행 완료되었거나 수행중에 었다. 이들 PSA 모옐을그대로 동적 PSA 에 이용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까지의 정적 PSA 모텔에셔는 기기 및 계통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모두

모멜하는 대신 임의로 기기 및 계통의 상태를 가정하고 이에 따라 고장수목 모텔을

작성하였다. 따라셔 기존 PSA 모웰이 있는경우라할지라도기기 맞 계통상태가 변하는

것을모두처리할수있도록 고장수목모텔을동적 PSA 용으로변환할필요성이 었다.

2. PSA 방법을이용한 MOV 검사우션순위 결정

본 연구에서는 각 부품들이 원전의 위협도에 며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확풀론적 안전성 펑가 기법의 기기별 중요도를 이용하여 안전등급 전동기 구동 앨브의

시험 우션 순위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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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감소가치 순위에 따라 3.4개의 시험주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때는 ASMECode

큐청과 같은 다른 기준에 의해 수행되는 검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를 션정해야

하며 고장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시험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공통원인 고장의 경우

staggered test 등 공통원인 고장 가능성은 줄 일 수 있는 시험방법 션정둥이다.

본 연구에셔는 영광 3.4 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결과률 이용하였으나 일반적인

인허가를 위한 발전소 모댈에는 노심손상을 막기위해 사용되는 안전 관련 계통들만이

포함되며 격납용기 격려 계통도 포함되어 었지 않고 정상 운천시 운천되는 계통들 충

많은 기기들이 몇개의 초기사상으로 모댈되어 있다. 따라서 면천 운전 안천성 제고를

위한 보수지원， 시험주가 션정등과 신뢰도 중점 규제에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기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적갤한 발천소 모웰이 펼요하며 동적 신뢰도 분석코드 등이

필요하다.

3. 퍼지이폰을 이용한 부품기대수명예혹

본 연구에서는 관측시첨에서 정성적 언어변수의 입력값으로부터 퍼지이론올

적용함으로서 부품의 가대수명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부품의 상태에 대한 입력변수의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본 퍼지수명예측 알고리즘은 간단허

적용될 수 있는 장청을 가지고 있으나 추정된 결과는 관련 소휴함수와 성능특성함수의

형태에 크게 의존하였다. 응용분야로서 spare part 관리나보수시기의 결정등과같이 많은

분야에 흔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과거의 성능펑가자료로부터

소속함수및 성능특성함수의 도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활 것으로 판단된다.

4. 앤트로펴 이촌에 의한 위햄도 중요도 척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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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셔 불확실성 중요도와 분포에 기인하는 민감도 분석을 간략하게 기술하였고

기본적인 정보이론에 근거를 둔 불확실성 중요도와 민감도 분석의 척도는 모의설험을

통해 얻은 결과분포가 잘 알려져 있는 확률분포로 근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응용변에서는 최대 엔트로피 확률멸도함수를사용하여 야흘어냈다.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비록 기폰의 불확실성 중요도 척도가 많은 경우에 의미있는

결과를 체공하였지만 근본적인 제약을 갖고있었다. 즉 그 척도 결과 분포 전체가 아년

단지 몇개의 통계량에 근거툴 두고 있었다. 본 연구에셔 제안한 방법은 결과분포 전체에

기초률 문 불확실성 중요도에 대한 확고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때 결과분포는 최대

엔트로피 원리에 의혜 추정한다.

결론적으로，제안한 척도는셔로다른 전분가의 의견틀을 통합한효과를 반영하는 다양한

입력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위험도 측면에서의 변화를 조사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결과분포 전체에 근거률 둔 결과의 로버스트성과 불확실성 중요도의 직접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실제응용연구에서는 이 척도가 불확실성 중요도 록정시 단지 적당한

결과분포를 추정했을 때만이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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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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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 과학기술처 계약번호 53117-93

-춧‘- 록

본 연구는 l단계 PSA 수행에 필요한 미개발된 분야에 대한 방법론 개발， PSA 수행용 S/W
개발， PSA 수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신기술접목연구 동， 크케 세분야로 구분된다.

올해는 정부주도 중장기과제의 1단계， 2차년도로서 다음과 같은 진천어 이루어졌다. 먼저

PSA 방법론 개발분야에서는 처출력/정지시 및 지진발생으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을 외국의

PSA 수행결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에셔 사용되고 있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비교분석하였요며 향후 국내에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두번째， PSA 수행용 SfW 개발분야에서는 1단계 PSA용 전산코드 KIRAP 과
공통원인고장 분석묘드 COCOA를 PC-Windows 용으로 개발하였으며， 인간신뢰도

데이타베이스의 개발도 이루어졌다. 신기술 적용연구에 있어서는 펴지이론과 엔 E 로피

이론을 부품기대수명 추정 및 불확실성 중요도 척도개발에 적용하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PSA기법의 안전규제 적용연구로서는 동적위험도 관리도구인 PEPSI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와 risk 중요도 척도률 이용한 모터구동밸브 (MOV) 검사우선순위 결정연구도

수행하였다.

주제명 1단계 PSA, KIRAP 코드， 인간신뢰도분석， 공통원인고장， 저출력 l정지시 PSA,

키뭐 E 지친위험도평가， 퍼지이론， 어IE 로III 이론 볼확실성，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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