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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까지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기법이

전출력운전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발생한

저출력/정지시 여러 사고는 원자력발전소가 십각한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저출력/정지시에도 PSA 수행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그러므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저출력/정지시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저출력/정지시 PSA

방법론의 기본개념을 정리하였고 또한 세계 각국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저출력/정지시 PSA 현황과 각국의 PSA 결과에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앞장때서 얻은 지식으로 고리 3，4호기를 대상으로 주요 사고경위중

하나언 부분충수운전시 잔열제거기능 상실사고롤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보고서는 앞으로 국내에서 후속기로 건설될 영광 원전 5，6호기

저출력/정지시 PSA 수행올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사고경위 분석결과는 다옴과 같은 사실올 제시하였다. 정지시 발생한

초기사건인 잔열제거 기능상실에 대한 운전원의 부적절한 판단과 조치가

발전소를 노심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저출력/정지시에도

운전원이 발전소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룩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운전지원 환경 (설비， 절차서， 기술지침서 등) 의 개선 및

운전보조 시스템의 개발이 부분충수 운전시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쫓필 핏뿔



Summary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has been applied to only f비I-power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 (NPP), but some events which were recently

occurred could reach severe plant damage state. Thus,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focused their interests on the evaluation for low

power/shutdown (LP/S) operation.

This report covers the main stream of LP/S PSA methodology, current status of

LP/S PSA practices and results, and accident sequence analysis for "Loss of

RHR during mid-loop operation". Therefore this report would be helpf비 for us to

practice LP/S PSA for YGN 5,6 NPP which will be built in the near future.

Also the results of accident sequence analysis show that operator’s mis

diagnosis and failure of recovery action would initiate core damage during LP/S

operation. In summary, overall environmental improvements (equipments,

procedures, Tech Spec, etc, ...) and operating support system will be very useful

to reduce risk during LP/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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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지금까지 대부분의 PSA에서는 발전소가 전출력 운전 (FI띠1 Power Operation)시 에

발생하는 초기사건 (Initiating Event) 들 만을 고려하여 분석수행하였다. 저출력

(Low Power) 및 정지 (Shutdown) 사에는 작은 잔열 발생과 방사성 물질재고량， 긴

복구 여유시간 등의 조건에 의해 전출력 운전시보다 위험도 (Risk) 가 적다는

가정하에 전출력 운전시에 대해서만 PSA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프랑스에서 수행된 PSA에서는 원자로 정지 운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사고의 위험도가 전출력 운전에 비하여 무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900 MWe 과 1300 MWe PWR에대해 모븐

발전소 운영상태에서 발생하는 초기사컨에 대한 PSA를 수행했는데， 분석결과에서

놀랍게도 저출력/정지시 노심손상빈도가 총 노심손상 빈도에서 각각 32%，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미국의 경우 산엽계 주도로 수행된 NSAC/84

(Zion)와 Seabrook PSA가 있으며 이들의 분석결과로 저출력/정지시

노심손상번도가 각각 1.8xlOe-51년 4.5xlOe-51년으로 나타났으며 저출력/정지시

PSA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실제 발생한 저출력/정지 운전중의 국내외 경험도 저출력/정지시 PSA를

수행해야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정지 운전중인 Vogtle 1

원자력 발전소애서 발생한 발전소 안전모선의 소외전력 상실사고률 툴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조 비상전원인 디젤발전기가 비상전원을 공급하지 못했다면 정지

냉각기능을 상설하여 심각한 노심손상을 초래할 전초사건 (Accident Sequence

Precursor) 이 될 수 있었다.



저출력/정지시의 운전경험이나 저출력/정지시 PSA결과에서 보여주는 상당한

저출력/정지시의 위혐성은 비록 저출력과 정지운전종의 핵분열 잔열이 전출력에

비하여 훨씬 경미하여도 다음과 강은 저출력/정지시의 특성으로 노심손상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저출력/정지시의 간략한 기술지침서 요구사항은 결과적으로 안전계통의

이용불능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 정지운전모드에서는 대부분의 안전계통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따른 운전원조치가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 정지운전중 사고완화조치는

운전원에 의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현재 저출력/정지운전에 대한 PSA 접근방식이 둥장하여 실질적인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잘 정바된 방법론은 없다. 그러므로 저출력/정지시 PSA

방법론을 정리하고， 각국에서 수행하는 저출력/정지시 PSA 현황을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저출력/정지시 발생할 수있는 주요 초기사건중의 하나인

부분충수운전중의 잔열제거기눔 상설사고경위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PSA저출력/정지시 PSA 모델링 방법의 개발과 현재의 전출력 PSA어1

저출력/정지조건을 어떻게 포함시키는가 하는 확장 문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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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저출력/정지시 PSA 방법론

제 1 절 저출력/정지시 PSA 수행 정의

1. 저출력/정지시 PSA 주요 항목 정의
t':' ‘

저출력 /정지시 PSA는 다음 항목의 정의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저출력/정지시

PSA를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항목의 정의가우선되어야한다.

가. 종결상태 (End State)

”위험도” 의 정량적분석에 앞서 위험도의 척도를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위험도의 척도는 노심손상빈도 (Level IPSA), 방사선 물질누출량 및

확률 (Level II PSA), 그리고 피폭선량 및 경제적 영향 (Level In PSA) 으로

표현된다. 저출력/정지시 PSA에서도 이러한 정의는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출력/정지시 PSA에서는 분석대상 발전소 운영자/운전원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예상되는 다른 ”종결상태 ”의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규제검사를 위해 발전소

정지기간융 연장하는 모든 사건 또는 핵연료와 설비에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경제적 또는 다른 성능기준 (Performance Indicator) 에 심각한 위험도를 초래하는

보든 사건의 종결상태가 고려될 수 있다. 예를들변， 격납건물과 원자로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냉각재 보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냉각재 수위가

핵연료 상단 보다 높은 상태일 지라도 잔열제거 기능이 상설되면 원자로수조

(Pool) 내의 물이 비등하여 격납용기 외부로 증기가 방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최소한 규제캠사팀에 의해 발전소 방문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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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로 부터의 증기누출은 발전소 재기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종결상태” 의 하나로서 "Bulk Pool Boiling"을 고려할 수 았다.

나. 출력 범위

분석대상 출력범위는 매우 중요하다. 저출력/정지시 분석은 전출력의 특정분율

(예， 전출력의 10%) 이하 모든 출력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정지시 (영출력)

를 포함한다. 또한 저출력/정지시 분석범위는 벌전소 운전 절차서에서 기술된

용어 (예， ”상태 A" 또는 ”운전모드 4") 로도 표현된다. 또 다른 출력 범위는 원자로

냉각수계통 압력과 온도등과 같은 발전소 운전변수 (Plant Parameter) 로도 표현될

수 있다.

다. 초기사건

전출력과 마찬가지로 분석 업무범위의 하나언 초기사건 선정에 앞서서

초기사건의 정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저출력/정지시 PSA률 완결하기 위해서는

초기사건에 내부사건 쁜만 아니라 외부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외부사건

분석은 어렵고， 긴 시간과 많은 경비를 요구한다. 그래서 외부사건 분석을

포함시 킬 것인가 여부률 우선 결정해야 한다. 일단 내부사건과 외부사건의

범위가 결정되면， 초기사건 선정， 범주분류 (Categorization), 정량화 둥의 과정이

추후에 진행될 것이다.

그러냐 저출력/정지시 PSA 분석 대상사건의 수와 형태가 전출력에 비해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초가사건의 수와 형태를 간략하게 할 필요가 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수행중인 일부 저출력/정지시 PSA는 초기사건범위를

간략하게 위하여 초기사건으로 외부사건을 제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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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지 형 태 (Outage Type)

정지형태의 정의는 초기사건의 빈도 및 조건부 계통의 이용가능도 (Conditional

System Availability)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정지

형태로는 보수작업을 위한 정지 핵연료 재장전을 위한 계획정지 그리고 시험

(Test) 을 위한 정지 등이 었다.

마. 발전소 운전상태 ( Plant Operational State, POS)

발전소 정지시에는 발전소 운전변수가 연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이를 몇

개의 발전소 운전상태로 분류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POS는 일반적으로 반웅도，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온도， 압력， 수위 등에 의해 정의되며 기술지 첨서에서 정의된

발전소 운전모드보다 더 세분된다.

바. 성공 사 간 (Mission Time)

저출력/정지시 PSA에서 성공시간은 계통 이용가능도와 운전원 조치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성공사간은 24시간에서 1년 까지 다양하다. 보다 정확한

성공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반용거동 (Plant Response Analysis)분석이

필요하다. 발전소 반용거동 분석을 위해서는 - 기존에 z유사발전소에 대한

분석자료가 이용될 수 있으며， 기존 참고자료가 부족할 경우 사용가능한

열수력분석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2. 저출력/정지시 PSA 분석범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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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력/정지시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는 분석의 범위률 설정하여야 한다.

평가되는 위험도는 분석의 범위에 따라 다른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Levell PSA에서는 노심손상 빈도가 명가되는 위험도의 척도로 사용된다. 그러 나

처출력/정지시 PSA의 특성에 의해 다른 분석 종결 상태 (End State)도 사용

자능하다. 예를들어 격납건물과 원자로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냉각재

보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냉각재 수위가 핵연료보다 높은 상태에서

잔열제거 계통이 상실되면 원자로 수조 내의 물이 버등하고 격납건물 외부로

증기가 방출되어 잔열이 제거되는 상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고경위는

노심손상을 직접 유발하지 않으므로 PSA룰 수행하기 전에 적절한 위험도 척도를

선정하여야한다.

저출력/정지시 PSA가 수행되는 발전소의 출력 범위와 정지형태가 정의되어야

한다. 다양한 저출력/정지시의 정지형태와 출력범위 (보수를위한 출력감발，

보수나 검사률 위한 정지， 핵연료재장전을 위한 정지둥)는 발전소의 계통배열 및

운전상태율 다르게 하며 안전계통의 사용여부 노심의 상태 둥이 변화하게되어

위험도 평가에 사용되는 많은 인자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저출력/정지시

위험도 평가의 목적에 부합되는 발전소의 출력 범위와 정지 형태를 정의하여

사용해야 하고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인자들로 원자로 출력， 기술지침서의

운전모드， 일차측 압력，온도 및 수위 등이 사용된다.

제 2 절 저출력/정지 시 PSA의 수행

1. 발전소 운전상태의 선정

저출력/정지시 PSA에서는 각 POS에 대해 분석이 수행되므로 이률 위해 분석시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에 따라 POS가 더욱 세분화 핀다. 즉 보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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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불능도에 영향을 주는 보수절차서 발전소의 계통배열을 변화시키는 정지

절차 등에 의해 POS는 더욱 세분화 된다. 또한 POS를 정의할 때에는 초기사건

발생 빈도 펑가를 위한 각 POS의 지속시간， 운전원 여유시간 및 발전소 사고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각 POS의 잔열수준 등 추후분석에 필요한 POS의 특성들도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POS에 대한 특성은 분석 대상 발전소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대상 발전소의 운전절차서 검토， 발전소 현장답사，

운전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절하게 정의하는 것이 펼요하다.

미국산엽계에서 수행한 연구들은 정지동안 이용되는 지침서에 의해 6개의 발전소

운전상태로 나눈 NSAC/84 (Zion RHR PRA, 1985) [2]의 방법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발전소 운전상태로 정의를 내려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지형태에 관해서는

NSAC/84에서는 재장전상태와 보수정지에 대해， Seabrook PSA는 고온정지，

저온정지， 핵연료재장전(기술지침서 운전형태 4，5 ，6)에 대해 분석야 수행되었다.

프랑스에서 수행된 PSA는 발전소 운전상태를 전출력 운전율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A. 전출력， 저출력， 고온정지 (싼전주입 선호가 자동 운전 모드)

B.A상태와 RHRS 운전사까지의 중간 상태

C.RHRS가운전되고，일차계통이 건전한상태

D. 일차계통이 부분적으로 배수되거나 개방된 상태

E. 원자로캐비티가충수되어 있고압력용기내에 핵연료가존재하는상태

5개의 발전소 운전상태중 저출력/정지시에 해당하는 것은 B, C, D, E와 A의

저출력/고온정지가 해당된다. 이러한 발전소 운전상태는 분석을 쉽게하기 위해

단순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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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SNRC의 지휠을 받아 BNL에서 수행중인 연구에서는

o. 재 장전중 보수 (Refueling Outage)

o. 일차계통 배수상태중 보수 (Drained Maintenance Outage)

O. RHRS가 이용되는 충수중 보수 (Non-Drained Maintenance Outage with RHR

Operation)

。. RHRS가 이용되지 않는 충수중 보수 (Non-Drained Maintenance Outage without

RHR야eration)

둥 4 가지 정지형태가 분석대상으로 선택되었으며 POS도 다음의 15개로 세분화

되었다.

(1) 저출력 운전과 원자로 정지

(2) 증가 발생기 를 이용한 냉각 (547F - 345F)

(3) RHRS률 이용한 냉각 (345F - 200F)

(4) RHRS률 이용한 냉각 (200F - 140F)

(5) 원자로냉각수계통에서 Mid-loop로 냉각수 배수

(θ 부분충수운전 (초기 Mid-L∞p)

(7) 핵연료재장전을위한충수

(8) 핵연료 재장전

(9) 핵연료 재장전후 냉각수 배수

(10) 핵연료 재장전후 부분충수운전 (후기 Mid-Loop)

(1 i) 원자로 냉각채 계통 재충수

(12)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가열 및 기포제거

(13)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이용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가열 (200F- 3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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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원자로 냉각재 계통 가열 (350F - 547F)

(15) 현자로 가동 빛 저출력 정지

2. 초기사건 선정

저출력/정지운전시 PSA에서 초기사건을 선정하고 빈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출력 PSA방법과 갚지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초기사건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대상 발전소에 대한 자료률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기인 사상을 확인하게 되며， 특히 분석대상 발전소에 대해 전출력 PSA가

수행되었을 경우에는 전출력 PSA의 초기사건들을검토하여 저출력/정지운전시에

적용 가능한 초기사건틀을확인한다. 또한 다른 저출력/정지시 PSA에서 사용한

초기사건물이분석대상발전소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저출력/정지운전시에는운전훤에 의한 수동운전이 많기 때문에 인간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초기사건에 대한 확인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확인된

초기사건들은 저출력/정지시의 발생가눔성， 발전소어l 미치는 영향둥을 고려하여

선별처리되어 최종적인 초기사건으로선정된다.

선정된 초기사건들에 대한 빈도를 명가하기 위해서는 전출력 PSA에서 션별

처리된 자료률 파악하여야하며， 인간오류에 의해 발생된 초기사건들의 정량화에

주의하여야한다. 특히 저출력/정지운전시 초기사건을 유발시키는 인간오류는

발생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기사건 발생빈도 평가시 사용되는

방법에 의해 명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인간 신뢰도 분석 방법에서 이흉하는

방법에 의해 펑가된다.

대부분의 저출력/정지시 PSA에서 공통적으로선정한 초기사건은

9



r •-•-••-

O. 냉각재 상실사고 (LOCA)

O. 소외전원 상실사고 (LOSP)

o. RHRS 상실 둥이며 (Loss of RHR)

o. 저온운전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과압 (LTOP)

。. 붕산 회 석 (Boron Dilution)

o. 보조계통 상설 (Loss of Support Systems)

등의 초기사건도 여러 연구에서 선정되였다.

3. 사건수목 구성

초기사건에 대한 발전소 거동과 운전원의 조치들은 주로 사건수목을 구성하여

분석한다. 저출력 운전중에는 여러가지 절차서에 의해 운천원의 조치가 취해지며，

발전소 계통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초기사건틀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수행되어

있어 사고추이툴 파악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저출력 운전시에는 발전소의 거동 빛 운전원의 조치가 전출력 운전시와 유사하여

전출력 PSA에서 구성된 사건수목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RHRS가 운전되고 있는 정지시 사고에 대한 발전소 거동에 대한 분석결과가 별로

없으며，운전원을 위한절차서도 미비되어 있어 정지시 PSA를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사건 발생이후 발전소 거동과 운전원이 취할 수 있는 조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POS에서 초기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발전소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열수력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열수력학적 분석융 통해서는 사고 진행 시간，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한 계통의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또한 계통틀의

성공기준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열수력학적 분석을 위한 초기조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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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선정시 수집되어야 한다. 또한 저출력/정지시의 사고 발생시에는 많은

운전원의 조치가 요구되며 이률 적절히 사건수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절차서의 미비로 인해 운전원의 조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분석대상 발전소의 운전원들로부터 가능한 운전원조치 사항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이것은저출력/정지시 PSA 수행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다.

저출력/정지시 PSA 사건수목의 예를 보면 NSAC/84와 Seabrook PSA에서 사용된

사건수목은 정지시 사용되는 절차서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으며 운전원에 의해

유발된 초기사건들에 대해서도 사건수목을 구성하였다.

프랑스 PSA와 갈이 전출력 상태서 구성된 사건수목이 수정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출력 운전상태와는 다른 사건수목이 구성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열수력학적 분석과 운천원 조치에 대한 자료수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가정사항틀이 사용되었으며， 불확실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발전소 거동분석， 계통의 성공기준 정의， 운전원 조치 여유시간 등을 위한

열수력학적 분석과 분석대상 발전소의 운전원들을 통한 자료수집이 보충연구로

수행되고 있다.

4. 계통 고장수목 구성

저출력/정지운전시 PSA에서 사용하는 계통분석 방법은 전출력 PSA에서

사용하는 고장수목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저출력/정지시 PSA는 전출력 PSA를

수행한 이후나 동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전출력 PSA에서 구성된 고장수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정시에는 적용되는 발전소 운전형태에 맞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고장수목을 수정한다.

11



-저출력/정지운전시 고장수목의 성공기준，

-자동작동 계통의 이용가능성，

- 전출력 운전시 고려된 수동 운전의 저출력/정지시의 운전 가능성 여부，

-발전소운전형태에따른계통내 기기의이용불눔여부둥

저훌력/정지운전에는 발전소 운전형태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계통들이

존재하게 되며 이에 따른 효과도 적절히 분석하여야 한다.

5. 사고경위 정량화

사고경위 정량화논 전출력 PSA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사용된다.

저출력/정지운전시 PSA에서는 전출력 PSA에 비해 고려되는 POS가 많고 각

POS의 지속시간이 짧아 초기사건 발생빈도가 낮기 때문에 정량화시 계산에서

제외하는 최소확률값은 낮게 설정한다.

제 3 절 저출력/정지시 데이타베야스

1.저출력/정지시 특성 데이터

사고경위 정량화를 위한 특성 자료틀이 수집 평가되어야 한다. 정량화를 위한

주요한 자료는 다음과 깥다.

-초기사건 변도

- 정지/POS 빈도와 POS 유지시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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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들은 져출력/정지시 PSA에서 중요한 정량화 자료이며 분석대상 발전소의

운전알지 등의 운전경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보수이용불능도:

저출력/정지운전시에는 많은 보수작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작업에 영향을

받는 기기들의 보수이용불능도 평가는 분석대상 발전소에서의 실제 보수작업에

기초하여 명가한다. 또한 발전소 운전상태와 정지 형태에 따라 수행되는

보수착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발전소 운전상태나 정지형태에서 수집된

자료를 야용하는 데는 주의까 필요하다.

2. 인간 신뢰도분석

저훌력/정지시와 관련된 운전원 조치의 규명과 정량화는 큰 불확설성을 동반한

복잡한 과정이다. 관련 절차서， 기술 지침서， 데이타의 미비， 관련된 열수력학적

분석자료의 미비 둥으로 어려움여 많다. 따라서 분석시 많은 공학적 판단

(Eng피ee피19 Judgement) 이 사용된다. 또한 인간오류가 저출력/정지 PSA 결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석자는 운전원 행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일관성 있는 지 침과 가정사항에 의해 분석을 수행하여 야 한다.

저출력/정지운전시에는 다음 3가지의 주요한 인간 행위를 분석한다.

- 초기사건이 나 계통고장을 유발하는 인간오류 ;

초기사건을 유발하는 인간오류는 정지기간 동안 행해지는 운전 절차률 상세히

검토하여 파악해야 하며 공학적 판단이나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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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등과 같은 인간산뢰도 펑가방법을 사용하여 명가된다. 전출력 PSA에서

사용되는 방법이 이용된다.

- 회복조치나 계통을 기동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인간오류 ;

전출력 PSA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특정절차룰수행하는과정에서 열어난오류;

운천원야 취하는 행위의 복잡성으로 인해 분석에 어려움이 많다. 일반적으로

전출력 PSA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운전원 조치의 실패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저출력/정지시 PSA에서는 이러한 운전원 수행오류의 가능성이 전출력

PSA에 비해 버록 적지만 저출력/정지사 PSA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분석이 필수적이다.

제 4 절 향후저출력/정지시 PSA 수행상의과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저출력/정지시 PSA 수행상의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다.

(1) 저출력/정지시에는 매우 다양한 발전소 계통배열 (Plant Configuration) 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석 대상 경우의 수가 또한 매우 많다.

(2) 저출력/정지시 PSA는 전출력에 비하여 다양한 성공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I ,‘

(3) 어떤 고장사건은 정지상태에 대한 특수한 경우이고 또한 이에 따른 데이타를

일반데이타를 직접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사건 뿐만 아니라 부품

이용불능도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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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출력/정지운전에 대한 대상 발전소의 보수이용불능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접 이용가능한 데이터가 없다.

(5) 저출력/정지시의운천원 실수요4 회복조치는 매우 복잡하고 조치시간이 매우

길다. 이러한 운전원오류는 PSA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며친다. 그러므로

저출력/정지시에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간신뢰도 분석을 위한 방법론과

기준을 개발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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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각국의 저출력/정지시 PSA 수행현황

외국의 저출력/정지시 PSA의 최근 연구똥향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EPRI와

전력사업차틀을 중심으로 저출력/정지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고， 저출력/정지시와 관련된 자료 수접분석 및 연구가 잔행되고 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USNRC) 의 지훤하에 국립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정지시 RHRS 운전에 관련된 제한된 범위의 1단계 (Levell) PSA가 BNL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에서 수행되 었으며， 1989년부터 NUREG-l150의

후속 연구로서 저출력/ 정지시에 발생할 수 았는 중대사고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NUREG-1150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저출력/정지시 PSA를 반영한 기술지침서를 개정하는 연구룰 수행하고 있으며，

기타세계 여러나라에서저출력/정지사 PSA를수행중이거나계획중이다. 각국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저출력/정지시 PSA (표3. 1. 1) 은 저출력/정지운전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울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1]

체 I 절 ZION RHR PSA (NSAC/84)

1 .개요

NSAC/84는 1981 년 완료된 Zion PSA의 연장이다. 사고경위는 정지운전

(Shutdown)중의 발전소 상태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절차서와

관련없는 인간오류나 부품고장들도 고려되었다. 이 연구에 포함된 초기사건은

RHR냉각기능 상실， LOCA, 저온과압 (Cold Overpressurization), 과다충전， 과다취출

(Over Letdown) 또는 부적절한 안전주엽등이다. Zion에 적용된 특정 개별 (Specific)

데이타베이스는 Zion발전소 경험기록으로부터 개발되었고 사고경위 정량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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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된 초기사컨은 loss of cooling, LOCA, ]oss of offsite power이 고 발전소의 조건

즉， outage의 phase는 phase가 시작하여 끝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RCS가 drain

여부， RCS 개방 여부에 따라 특정지워진다. 발전소 조건은 운전원 행위에 유용한

시간과 운전원 오류 계산시 사용된다.

잔열 (decay heat)은 phase 종반에 낮아지고 운전원 여유시간은 걸어진다. RCS가

drained condition으로 가기까지 에는 평균 83시 간이 걸 리 고 이 때 loss of cooling

사건이 발생하면 recovery 전까지 여 유시 간은 3시 간 미 만 이 다.

가. 핵연료 재장전 정기보수 (Refueling Outage)

Phase 1 - 아 Phase는 RHR 냉각이 시 작되 어 RCS가 hot leg midplane까지 drain될

때 종료되는데 정지후 54시간 된 시간에서 RHR 가동이 시작한다. Res

draining은 정지후 118시간에서 시작되면 완전 draining까지 49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pahse 1의 시 간은 167-54 = 113 시 간이 된다. RCS가 425 psig,

3500P이 고 PZR에 bubble이 있을 때 정지 후 6시 간에서 loss of coolingOl

발생했다면 운전원 여유시간은 약 3.8시간이 있다.

Phase 2- 이 때 SG와 일차 냉각계통 부품에 대한 시험과 보수가 시행된다. 이

phase는 정지후 167시간에서 시작하고 587시간에서 끝난다. RCS는

부분적으로 drain 되 었다.

Phase 3 - refueling cavity는 채워 졌고 핵 연료 shuffling이 얼어 난다. vessel

head를 벗기는데에는 500시간이 필요하다. 이 phase는 587시간에서 시작되어

1087시간에서 끝난다. refueling cavity가 채워졌기에 운전원 여유시간은

수일아라서 인간오류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하여 1.0E-6으로

평가하였다. 이 phase의 종반에서는 핵연료 재장전은 끝나고 vessel head는

다시 덮어지고 RCS는 충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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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4 - 이 때 시혐과 보수가 시행된다. Res는 채워지고 핵연료는 1/3이

새로운 것어다. loss of cooling event에 대해서 운전원 여유시간은 수일이다.

나. 배 수된상태에서 보수 (Drained Maintenanceα1tage)

Phase 1 ~ 이 Phase는 refueling outage의 phase 1과 유사한데 RHR 계통이 가동될

때 시작되고 RCS가 drain될 때 종료된다. RCS drain은 54시간에서 시작되고

완성하기 까지에는 29시간이 걸려 phase는 54+29=83 시간에 종료된다.

Phase 2- 이 phase는 Res가 보다 빨리 drain되고 기간야 짧은 것을 제와하고는

refueling outage의 phase 2와 유사하다. 정지후 83시깐에 시작되며 잔열은

높고 만일 loss of cooling event가 아 phase의 초기에 발생하변 운전원

여유시간은 2.7시간이다. 이 기간은 약 4일이다.

Phase 3 - ReS률 drain-시키는 보수행위가 179시간에서 종료되는 섯점에서

시작되고 기간은 803시간이다. 이 때 RCS는 채워지고 보수와 시험이

수행된다.운전원 여유시간은 노즐이 drain되는 조건보다 매우 크다.

다. 비 배수상태에서 보수 (Non-drained Maintenance Outage)

1 phase만을 고려했는데 phase 1온 drained maintenance phase 1과 유사하다.

RHR 냉각은 양lUtdo빼뒤 약 21시간에서 시작되고 이 pha않의 duration은

125시간이 컬린다.

2. 연간오류 정량화 방볍

가.정량화모델

loss of cooling events는 overdraining event의 운전원 회복행위가 시 간을 필요로

하고 Res가 부분적으로 drain되기 때문에 loss of cooling event 두가지로

분류하였다. loss of cooling event는 운전중인 RHR 펌프고장과 RHR 흡입 밸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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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닫힘 (spurious closure) 를 포함한다. 여기에 대한 인간오류는

진단오류와 냉각회복 오류 로 구분하여 평가 하였다.

나.냉각상실 진단실패

인간인식모델 (Human Cognitive Reliability model) 율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HCR

모텔은 운전원이 사건반용에 대한 확률이 Weibull 분포룰 따른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해 평가하였다.

(νfill) - H Cj

P(t) = exp - [------------ ----- 1

Ai

여기서

t= 반웅(stimulus)후에 운전원에게 주어진 진단 여유시간

Tl/2= 운전원이 진탄에 컬련 시간

Ai , Hi , Ci =인지착용에따른계수

P(t)=주어진 임계사간에 대해 운전원이 진단못하는 확률

경험적인 사고이력분포를 토대로 Tl/2은 15분요로 평가했다. 사실 이 15분에는

진단시간과 수행시간이 모두 포함된다. 운전원 진단 여유시간은 초기사건이

일어날 때 RCS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 시간은 노심손상까지의 시간에서

과제수행시간을 제외한 )·1 간이다. 과제 수행시간은 overdrainU1g event과 loss of

cooling event에서 decay heat removal 복구시간은 각각 49분， 15분으로 추정되 었다.

HeR model 사용서 loss of cooling event에 대해 절차서가 없고 운전완은 적절히

훈련이 안되어 었다고 가정했다. 이 행위는 knowledge based action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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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작용에 따른 계수는 Ai=O.744. Bi=O.527. Ci=O.82 이 다. t > 300 min 이 변

인간오류 확률은 어느정도 매우 낮아져 1.0E-6이 된다.

다. 회복 오류 (수행 오류)

냉각회복은 overdraining event 시 회복하기 어려워 수행시간이 45분 걸린다.

BNL의 데이타베이스 ( 1976)를 검토한 결과 decay heat removal 회복오류는 1.0E

4 정도이어서 자세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고 1.0E-4로 펑가하였다.

다른 loss of cooling event 는 overdraining event 보다 수행하기가 수윌해 10의

오차인자를 고려해 1.0E-5로 평가하였다. 다음은 회복수행시간과 진단시간이다.

수명시간 RHR recovery mean HEP

사건 action time diagnosis time assi~ed

Overdraining events 45 min. 15 min. 1.0E-4

Other loss of cooling events 15 min. 15 min. 1.0E-5

라.정량화

(예) 핵 연료채장전 (refueling) phase 3

여유시간이 매우 커서 진단오류는 1.0E-6으로 평가하였고 수행오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0E-5로 평가하였다. 평균 = 1. IE-5.

3.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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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운전의 펑균 노섬용융빈도(COP)는 1.8xlOe-5/yr이였다. 주요 l07H 의 노섬용융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분충수운전시 사건은 8개의 사고경위로 표현되는데 전체 노심용융빈도의

61%이다. 부분충수운전중 운전원의 오류는 5개 사고 경위에서 나타냐는데 천체

노심용융빈도의 44%이다.

(2) RHR부품의 오작동은 운전원 조치를 필요로 하기 때푼에 모든 냉각

노심용융경위 (ReS의 과배수， LOCAs, RHR 홉입 밸브의 고장)는 운전원의

노심냉각능력 회복의 성공여부에 감이 연관된다. 운전원의 정지냉각 기능회복

실패는 6개 사고경위가 관련되며 전체 노섬용융빈도의 56%률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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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사건이다. RHR 냉각기능 상실은 전체 노심용융빈도의 56%룰 차지하고

한편 LOCA는 다른 2 개 사고경위의 초기사건이며 전체 노심용융빈도의 6%률

차지한다.

제 2 절 프랑스의정지시 PSA 연구및결과활용

1. 개요

프랑스에서는 1990년에 두개의 PSA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하나는 900MWe

PWR을 대상으로 CEA/IPSN 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또 다른 것은 1300 MWe

PWR을 대상으로는 EDF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이들 PSA의 중요한 특정은

초기사건 대상으로 저온정지를 포함하는 전체 발전소 상태 (Plant States)를

고려하였다. 이 두 저출력/정지시 PSA결과는 외부전원 상실사고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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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력/정지시 노심손상빈도의 30% (900MWe 인 경우)， 50% (1300MWe인

경우)이상으로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발표 이후 여러 다른

연구에서 밝힌 저출력/정지시 사고경위에 대한 정보률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 선을 하였다. 진행중인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9]

o.물리 적 계산 (열수력 - 중성자 물리)

o.보론 회석시의 혼합(Mixing)관련 실험

o.정지운전중의 발전 경혐의 관찰

o.운전절차서의 보다자세한분석

이 보완된 PSA는- 특히 정지운전 측면에서 1993 년에 개정될 것이며 새로운

지식과 데이타가고려될 것이다.

2. 프랑스 PSA 수행 결과의 적용‘

프랑스의 연구는 원자로 정지시 보론회석 (Boron Dilution)에서 부분충수운전까지

관련 사고경위의 노심손상빈도의 주요 기인자를 밝히는데 춧점을 맞추었으며

외부사건은 분석하지 않았다.

EDF와 Framatome은 발전소 정지시의 사고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개발하는데 션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프랑스에서는 정지가간중 원전의

안전성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관심은 각국의 운전경험

분석결과와 저온정지중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해 준 프랑스의

안전성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제점틀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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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운전습성

-특정한 주변환경 혹은 발전소 형태

운전습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보통 정지를 탈성하고 보수를 실시하며 재장전후

재가동시키는데 필요한 구조적으로 복잡한 많은 절차에서 비롯된다.

EDF는 안전기관 및 Framatome은 조정하에 가동정지률 실행한다는 안전성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에는 기술운전지침에 정의된 설행사항을 강화하는

것과， 운전원이 더 효과적으로 발전소률 감독할 수 있도록 가동정지 계기판과

냉각수 수위감지기 등 여러가지 감시계통을 보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EDF는 어떤 운전습성을 개션하여야 하고 어떤 주요인자를

감사해야 하며 어떤 운전형태를 피해야 하는지륨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이미 수행되었던 운전절차， 계측 빛 보호계통의 개선으로 가동정지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프랑스에서 수행된 국제 경험 및 안전분석에서는 가동정지중 상당한 위험을

가져오는 발전소의 특정형태가 확인되었다. 이틀은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갖는다.

o. 안전여유도가작음

o. 보호계통 중계회로 및 제어방법이 운전조건과 비교하여 범위가제한되어 있음

o. 보수활동이 공학적 안전설비의 작동을 방해하고 격납용기의 효율을 펼어뜨림

EDF와 Framatome 이 안전성 연구결과에서

특정사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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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수계통이 저수위인 상태 (부분충수운전조건)

-노심으로 반웅도가 빠르게 주입될 수 있는 상황

이 두가지 형태에 대한 추가정보를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겠다.

3. 저출력/정지시 특정사고경위의 안전성 향상

가.부분충수운전판련 개선

가동정지중에 가끔 원자로냉각수 수위를 원자로냉각수계동 루프의중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예를 틀어，증기발생기 출입구 커버률 설치 하거나제거할때，

혹은 청소 및 진공홉입 운전시). 이란한 조건에서는 잔열제거계통 펌프의 정확한

운전과 증기발생기 채널 상부로 범람(flo여ing)하는 것율 방지하기 위해서 수위를

좁은 범위 내에 유지하여야 한다. 운전여유도가 작고 감독방법이 부적절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노심냉각재 상실사건이 얼어났고，어떤 경우에는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상당히 상승하였다. USNRC는 1988년의 Generic Letter 88-17 에서， 노심의

노출이 시작되기까지 경과된 시간이 짧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30분 미만)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를 발표하였다. EDF와 Framatome은

안전기관과 공동으로 이와 판련한 분석을 실시한 후 계통감시방법을 개선하고

사건율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제한하기 위한 보정조치를

강구하였다.

(1) 즉각적 조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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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와 함께 열수력학적 현상에 대한 안전성분석 결과에서는 가눔한 빨리 hot leg에

초음파 수위측정기를 설치하고 기술운전지침을 개선할 펼요가 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986년 이후 모든 프랑스 원자로에 수위측정기가 설치되었다.

1990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된 개정지침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

지침은 다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들어진 것이다.

o. 잔열제거계통의 상실사건에서 1시간 이내에 노심이 노출되는 것과 같은 가장

민감한현상율방지

o. 노심냉각의 이상을감지하는데 필요한계측장비의 이용도

o. 보충수설비의 이용도 및 다충성

O.원자로냉각수 수위가 원자로압력용기 이음매부위 이하로 내려가는 최악의

단계에서 격납용기의 건전성을 유지

(2) 장기적 조치

1989 년에 다음 세 가지에 집중된 위험성을 줄이려는 장기적 조치률 결정하기 위한

분석이 시작되었다.

(가) 물리적 현상에 대한제어 개선 :

제어를 개선하려면 입구소용톨이의 형성과 제어밸브의 진공에 의한 펌프-진공

현상， 펌프의 물이 빠지는 것율 포함한 RHRS의 고장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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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루프와 현장실험융 통해 확언된 물리적 분석으로 위험이 존재하는

운전범위를 결정하였다. 중요한 인자는 원자로냉각수 수위， RHRS유량， 압력， 온도，

냉각거간 등의 특성이다.

원자로가 가동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잔열제거계통의 유량과 경보를 제어하기

위한 최적의 밸브위치를 정하고 보호계통의 기동점을 결정하기 위해 운전

다이아그램을 만들어야한다.

(나)운전완 계측 개선 :

애초에 이것은 모든 냉각수를 교체하는 단계에서 감압된 원자로냉각수계통의

실제 수위를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얻기 위해 결정되 었다.

사실， 원자로냉각수계통과 원자로공간의 배수와 충수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이

계통부품마다 수위를 다르게 만든다. 예를 들어 가압기와 원자로압력용기 간의

합력불균형은 과도현상의 발생 배수계통의 잘못된 배관 등에 의하여 생킬 수

있다.

초음파 및 압력분별기술율 사용하는 새로운 수위측정 기기가 올해 말까지

프량스의 모든 발전소에 설치될 것이다. 이로써 가장 민감한 구역에서의 배수 및

충수시 제어실에서 원자로 냉각수계통과 원자로 진공수준을 높은 정확도와

다중성으로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원자로냉각수계통의 수위측정 경보를

제어실， 원자로건물 및 중기발생기 벙커에 설치할 것이다.

(다) 위험도감소를 위한 경보 및 자동화보호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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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운전형태와 위험도관련 인자틀을 확인함으로써 필요한 경보 및 보호장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1993년부터 프랑스 발전소에 두 가지 중요한 시 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 RHR 펌프의 흡입구에서는 소용돌이를 감지하고 제어실 및 원자로건물에

경보를 발생하는 자동셔스탬

- 노섬냉각재 상실시 원자로냉각수계풍에 불을 주입하는 자동보충시스탱 더

장기적인 조치도 고려중이다.

나. 급격한 반웅도 주업사고 관련 개션

체르노벌사고에 따라 EDF와 Framatome은 프랑스 PWR이 중대반웅도사고에 견 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여 작업은 반복적인 반용도사고 분석과 더

심각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평가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반용도사고에 대해 PWR은 내재적으로 안전하며 보호계통이 적절

(특히， 실제 운전상황에서 몇 번 부딪힌 원자로냉각수 붕소농도의 느린 감소에

대해)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찬 버봉산수가 노심에 도탈하여

발생되는 급격한 반용도주입이 노섬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과도상태를 유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실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EDF‘와 Framatome온 안전규제기관과 함께 아런

유형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조사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계통간의

연결선， 열교환기에서의 누출가능성 가동정지 상태에서의 운전순서 등율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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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중요 사나리오의 하나는 eves어l 의해 냉각수의 봉산농도가 낮아지는 ’동안

원자로 냉각수 펌프가 정지될 때 일어난다. 회로의 유량이 작을 경우 붕산농도가

낮아진 냉각수는 펌프가 재가동될 때 노심으로 갑작스럽게 주입되는 플러그

형태로축적될 수 있다.

(1) 즉각적 조치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콘 이 시나라오룰 피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방법이

취해졌다. 1988년에는 펌프가 정지되면 원자로냉각수 농도저하를 중지하도록

운전지침을 수정하였다.1990년에는 PSA에 따라 이 규칙을 확대하여 모든 프랑스

발전소에 적용하였다. 또한 1990년 9월부터 계획정지기간중에자동화보호계통을

프랑스의 각 발전소에 설치하였다. 이 장치는 붕소농도저하와 냉각수펌프의

정지를 동시에 감지히·여 IRWST (격납용기내 재충전수저장탱크)에 eves

주입펌프를 가동시 킨다.

위의 일시적언 대책 이외에 노동저하 현상율 이해하고 다른 위험시나리오를

고려하기 위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이 분석의 일반목적은 위험도의 이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온도가 낮고 농도가 저하된 냉각수 플러그가 노심에

미치는 잠채적 영향을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사실， 펌프가

재가동될 때 냉각수 플러그와 원자로냉각수 혼합현상에대해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다. 혼합을 모사하기 위해 모형실험으로 입증된 3차원(D) 열수력코드를

사용하여 더 실제적인 계산을 수행하였다. 1993 년 말까지 노심에 대한 영향을 더

자세히 평가하고 용량이 제한된다면 혼합으로 플러그률 홉수하는 방법을 정립할

예정이다.

(2) 장기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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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률 기다리지 않고 반용도사고의 위험성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개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갑다.

O.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라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도로

확인된 모든 시나라오에 대해 NSSS를 보호함

O. 이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도가총위험도에 비해 매우 작도록 대비책을 강구함.

O. 만족스런 발전소 이용율과운전의 편리성을 유지하는 것

완전하고 영속적인 해결책을 위한 탐구가 아직도 진행중이며， 1994년부터는

프랑스의 모든 원전이 아의 결과에 따라 수정될 것이다.

다.그외저출력/정지시관련 개선

위 두 경우의 특정형태률 조사하는 것 이외에 정지기간중 수행되는 일반적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수행되었다. 많은 수의 사건들이 실제로 안전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함에도 이행하기 어려운 기술운전지첩을 이행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음이 운전경험으로부터 밝혀졌다. 사건의 원인은 종종

보수활동기간중 행해지는 작업의 질에 관계가 있다.주요 보수활동은 다음과 같다.

O. 장비의 설치 (예: 센서，밸브)， 설비의 구분 및 표시

O. 조정，계획 빛 의사교환활동(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가동정지의 복잡성 때문)

O. 업무영역과 작업환경의 정의 및 관리

O. 공통유형고장을 피하기 위한 다중안전성 유지

O. 보수작업후 청결한조건의 보존

O. 기기형태의 복구 및 보수작업에 쓰인 임시장치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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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수작업후 계통의 철저한 체크 및 품질재시험.

이 임무수행을 개선하기 위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차를 취했다.

(1) 안전성 품질계획의 체계적 시행 : 안천성 품질계획은 안전성과 품질요건을

연계시킨다. 경혐의 반영과 위험도분석에서 도출된 이러한 계획은 안전성관련

계통의 보수품질에 가장 주의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계획에서는 감시 및

보호임무를 정의하고 검증절차를 더 짜임새있고 효율있게 만든다. 계획은 다음

사항에 의존한다.

- 보수요원의 높은 전문성

-더 철저한보수작업의 감독

-보수후기기/계통의 철저한재점검

-보수운영 안전성의 잠재척 결과와품질 요구수준의 일치.

(2) 운전방법의 개선 : 운전방법은 여러가지로 개선되었다.

-공통유형고장의 위험성율줄여주는 청결한조건의 유지방법에 대한체계적

포함

-보수에 쓰이는특수장비의 신중한관리

-측정기구의 눈금조정 개선

- 냉각수 교체에 대한 더 철저한 준비 빛 감시.

(3) 재검증시험의 개선 : 장비와 계통은 보수작업후 설비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재검증조건 분석과 가동시 안전기능의 이용도 점검시험과 갇은 체계적 조치가

휘해졌융 때만 다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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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가동시의 체계적 검사 : 안전성관련 계통이 가동되는 지률 확인하기 위해

재가동시 특정 단계에서 일시중지를 계획한다. 이것은 가동정지기간중에

수행되는 각 보수작업에 관련된 검사와는 별개로 분리하여 실시한다.

가동위원회는 수행된 모든 검사결과 이외에， 발생된 모든 비정상상태 (Anomalies)

률조사한다.

(5) 조직화된 가동정지 : 가동정지의 조직화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개션되었다.

-작업을보다철저히 검사함

-계획 및 기술운전지칩의 이행을 포함한 가동정지의 모든 변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엔지니어와숙련직원으로 팀을 구성함

-하도급업체가수행활동의 중요성을 얀식하고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브리핑

및감독

- 보수기술 및 자원 수준의 확대와 더 광범위한 기술적/조직적 점 검

제 3 절 미국 NRC 후원송}의 PSA

1. 개 요

미국내에서 2개의 PWR 사고 즉 Diablo Canyon 과 Vogt1e사고 이후 정지 운전중의

잠재적 위험도에 대한 판심이 증가되었다. Diablo Canyon 사고룰계기로 NRC

는 Generic Letter (GL) 87-12률 발표하여 정지운전에 대한 특히 부분충수(Mid

Loop) 운전에 대한 발전소 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NRC는 GL 88-17 [4] 을

발표하여 부분충수시 냉각재 보충능력과 계측능력을 확보할 것율 요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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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시 사고가 발생하여도 빠른 시간에 노심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전력회사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미국 NRC는 대부분의

조쳐계획 이 불만족스럽고 잔열제거기능 상실사고가 계속 감소하저 않아

노심손상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NRC는 저출력/정지시

잠재적 위험성을 자세히 조사하기위해 대규모 계획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NUREG-1150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고려되었으며 내부기인 화재 (Internal Fire)

와 홍수 (Internal Ao여ing) 률 포함하는 내부 초기사건으로 범위가 설정되었다.

2개의 펑행적 연구가 NUREG-1150 에서 선정된 발전소률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BNL은 Surry 발전소룰 대상으로， SNL은 Grand Gulf 발전소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

이 두 연구의 목적은 저출력/정지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 위험도를

평가하고 노섬손상확률，중요사고진행， 그외 정성 및 정량분석결과를 NUREG

1150 의 전출력 결과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범위는 3단계 (LeveI3) PSA 률

포함한다. Surry 발전소에 대한 1차 (Phase 1) 연구는 예비기초분석 (Screening

Analysis)으로서 1991년 가율 이미 완료되었는데， 이 분석은 발전소 운전상태틀을

(Plant Operational States, POSs) 분류하고 그리고 이 POS를 대상으로한 전형적인

Levell PSA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부기인 화재와 내부기인 홍수를 포함한다.

그러나 성공기준 계통분석 인간신뢰도분석에서 제한된 범위의 분석으로

정량분석 결과는 신뢰할 만하지 못하였다.

후속 제 2차 (Phase 2) 연구는 위험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충수 (Mid

Loop)운전에 중점을 두고 보다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157fl POS중 3개의 POS

즉， Refueling Outage 시 의 초기 및 후기 부분충수운전과 Drained Maintenance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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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충수운전에 대해 분석이 수행되었다. 화채， 홍수， 지진분석 및 내부사건에

대한 2단계， 3단계 PSA가 1994.6. 현재 모두 수행 완료되어 NRC에 제출되었다.

지진위험도 분석은 다른 용역회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2. Grand Gulf 발전소 예비 저출력/정지시 PSA 연구결과

Sandia 국립 연구소 (SNL) 에서 수행한 Grand Gulf 발전소에 대한 예 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의 1200개의 사고경위가 1.0e-8 또는 그 보다 클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 사고경위들은 잠재 적 (Potential) 고(High)， 중 (Medium), 저 (Low)

등급으로 분류되며 장재적이란 말은 사건발생후 운전원 조치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재적 고 중 노심손상사고경위는두번째 단계 분석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비 연구결과는 서면양식으로 NRC에

1991 년 11월 13일 보고되 었다.

전체적으로， Grand Gulf 발전소에 대한 연구결과는 예상되는 운전원 회복조치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잠재적 고 노섬손상 사고경위가 회복되려면 14시간 이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또한 많은 잠재적 중 노섬손상 사고、경위는

적어도 회복하려면 2-2.5 시간이 걸린다.

o. 1163 사고경위중 약26%가잠재적 고 노심손상빈도이다.

0.1163 사고경위중 약30%가 잠재적 중 노심손상빈도이다.

o. 2개의 초기사건이 주목할 만한 노심손상을 초래한다.

o. RHR 기능 상실과 특이한 초기사건 인 기가공기 (Instrument Air)의 상실이 다.

o. 대부분의잠재적고，중노섬손상빈도눈저온정지에서부터 핵연료 교체운전시

까지 사이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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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 노심손상빈도에 속한 사고경위의 약 88%가 개방된 격납건물에서 일어나며

또한 중 노심손상빈도에 속한 사고경위의 38%가 개방된 격납건물에 관련된다.

3. Surry발전소 저출력/정지시 예벼 PSA 연구결과

Brookhaven 국립연구소 (BNL)는 NRC를 위해서 Surry 발전소에 대한

저출력/정지운전 PSA룰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접끈방법은 Grand Gulf의 경우와

유사하다. 예비 연구결과는 1991 년 11월 13일에 서면양식으로 NRC에 보고되었다.

기본적으로 Surry발전소는 1년에 2번정도 부분충수운전에 틀어간다. 이

부분충수운전은 12.4MW의 잔열을 갖은 상태로 원자로 정지후 1일안에 가능하다.

이 조건하에서 노심 노출은 원자로 냉각 능력 상실후 1.5시간에 발생할 수 있다.

o. 소내 정 전사고 (SBO)가 발생후 42 분에 RHR 과압이 일어 날 수 있다.

O. 정지운전중 보수 이용불능도는 전출력운전보다 훨씬 크다.

o. 저온정지운전중 적용될 기술지침서는 매우 적다.

o.RCS 채고량과보충 (make-up) 요건은 Suπy 발전소의 기술지침서에는 없다.

O. 핵 연료 교체 동안에 다중 계동의 동시 보수가 일어 날 수도 있다.

제 4 절 기타미국산업계 PSA

1. 개 요

저금까지 저출력/정지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연구가 종료된 것이 몇 안되지만

저출력/정지운전중에 발생한 사고가 발전소 직원과 일반대중에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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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는 중요한 것으로 산엽계에서 받아들여 지고 있다· 1991 년 까지 원자력

사업자는 EPRI와 공동 노력으로 두개의 정지운전관련 위험도 평가를 완료하였다.

그 첫째 연구가 "Brunswick DHR PSA" (NSAC/83)로서 이 것은 BWR을 대 상으로

수행한 것이다. 비록 이연구가 철저하게 저출력/정지운전에 대한 PSA가 아닌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잔열제거계통(RHR)의 신뢰도분석에 훗점을 맞추었을지라도

정지운전조건에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많이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Zion RHR PSA" (NSAC/84) 로서 비록 이 연구도 RHR계통에 중점을 두고

분석되었을 지라도 PWR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저출력/정지운전의 평가이다. 이들

저출력/정지시 PSA연구들은 전출력 PSA와는 다른 문제점이 있으며 더 자세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두 연구는 특정 초기사건 (예， 과다배수로 인한

RHR기능 상실) 발생번도와 이 기인사고의 후속고장률이 인간오류에 크게 관련

있다고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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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는 NSAC/84의 방법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하였으나 발전소 모델링，

초기사건의 영향 그리고 특히 인간산뢰도분석 부문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루었다.

이 연구는 비록 발전소와 운천원 반웅을 간소화하여 모델령하였지만 가치있는

연구였다. 이 연구는 또한 결과에 대한 기인자로서 부품고장에 의한 것에 비해서

운전원 오류에 의한 것이 지대한 것을 나타냈다. 상기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개별적인 연구가 1980년대에 진행되었다. 이들중 많은 연구는 발간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1990년 3월 Vogt1e 사건이후 산업계와 NRC관심이 다시 저출력/정지운전에

관련된 사건에 집중되었다. 그 대용조치로서 EPRI논 1992년 초에 완료목표로

Nuclear Management and Resources Council (NUMARC)과 함께 원자로 정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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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엽계가

발전소 정지를 계획하고 정지운전 실행에 대한 현재 상태를 엄격하게 평가하고자

함이다. 이 지침은 잔열제거， 원자로 냉각수 채고량조절， 전원의 이용가능도，

반웅도조절 및 격납건물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EPRI와 그 계약자들은 NSAC/83과 NSAC/84 보고서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야들 두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밥생한 사건돌의 파급효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발전소 셜계상태와 운전특성율 나타내는 논리 (Logic)

모델령을 포함한다.

위의 계획과 별도로 저출력과 정지운전 조건에 판련된 데이타룰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가 1992년말율 완료목표로 하여 진행되었다. 상기 EPRI계획은

현재 운영중언 상용 경수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저출력/정지시

PSA가 개량형 경수로를 대상으로 미에너지성 (DOE)의 져원하에 EPRI와 개량형

경수로 중대사고 계획 (ARSAP)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체안된 설계요건에

저출력/정지시 안전성 문제가 적절히 표현되었는지가 검토되고 있다. 한편

Combustion 당19ineering 사는 그들이 설계하고 있는 개량형경수로 System 80+에

대해 Shutdown Risk 예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90년 Vogtle 사고이후 각 원전사엽자틀도 처출력/정지운전 위험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명가는 산업계가 대두되는 발전소 정지운전 계획을

도와주며 NRC의 정지운전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발전소 방문을 돕고자 함이다.

최소 한개의 PWR과 BWR이 계획된 운전정지 (Planned Outage)에 대해 잠재적인

위험도 기여자를 규명하고자 ”특정 제한 범위 (focused scope)" 위험도 평가룰

수행하였다. 아 특정 체한 범위 위험도명가는 최소의 자료로서 수 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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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출력 PSA화의 버교를 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발전소 계통배열에 따른 상대적으로 가장 잠재적인 위협도률 찾기 위함이다.

1980년 말에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 전력회사는 San Onofre Nuclear

Generating Station (SONGS)의 한 발전소에 대한 정지운전시 위험도 명가룰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계획정지 절차서와 절차서 개선에 따른 어떤

잠재적 위험도를 펑가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접근방식은 이전의

두개 특정제한 범위 연구와는 다르게 고장모드 빛 효과분석 (FMEA) 만을

사용하였다.

2. NUREG/CR-5015

NUREG/CR-S015 는 가압경수로의 저온정치시 RHR 기능 상실에 관련한 Generic

Issue 99 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따른 것이다. 이 연구는 NSAC/84 방법론을

바탕으로 소외전원 상실사고 (LOOP)를 포함한 몇 개의 사항을 수정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1970년부터 1986년 사이의 PWR 전체왼전의

운전경험으로부터얻은 열반 데이타률 이용하였다.

정지시 노심용융빈도는5.2 x lOe-S/yr이며 초기사컨별 빈도는 다음과 같다.

o.RHR 기능 상실 -전체 노심손상빈도의 82%

o. 소외전원 상실사고 - 전체노섬손상빈도의 10%

o. 냉각재 상실사고 - 전체 노섬손상빈도의 8%

이 PSA 분석결과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다.

운전원이 LoeA 발생을 감지하고 감소한 원자로 냉각수를 보충하는 것의 실패가

전체 노심용융빈도의 64%를 차지한다. 2개의 주요 노섬손상 경위가 RHR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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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상실과 관련된다. NUREG/CR-5015의 주요결과는 NSAC/84 의 결과와

일치한다. 운전원 오류는 위험도에 주요 기 인자가 된는데， 특히 부분충수

운전시의 위험도에 큰 기여를 한다. 부분충수운전과 관련된 사고는 전체

노심손상빈도의 10%°1 므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다.

3. Seabrook 발전소 정지 시 PSA

이 Seabrook 정지 ""lPSA는 이미 수행된 3단계 Seabrook PSA에 정지운전모드

4(고온정지)， 5(저용정지)， 6(Refueling)을 포함시켜 보완한 것이 다. 방사선원항과

대중건강 (Public Health) 관련 사고경위가 또한 고려되었다. 사고경위를 모델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NSAC/84에 사용된 방법과 유사하며 다음 몇 개의

보완사항이 었다. 정지시 초기사건으로 발전소의 특이한 확재 및 홍수로 인한

초기사건을 고려하였다.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에 이용한

데이타는 NSAC-52을 수정한 것이며， 그리고 발전소 정지모텔이 개선되었다.

노섬 버등 및 노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열수력학적 계산은 발전소 정지후

계통배 열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 었다.

정지시 노심손상빈도는 1. 1xlOe-5/yr이고 전출력을 합한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4.5xlOe-4/yr 이다. RHR기능 상실이 정지사 노심손상빈도의 82%를 차지한다.

정지시 노심손상빈도의 약 71%가 RCS배기나 r 부분충수운전과 관련되어 있다.

부분충수운전관련 노섬손상빈도가 콘 이유는 RHR 펑프의 긴 성공시간， RHR

홉입밸브의 부적절한 닫힘등이다. 그리고 비록 LOCA가 정지시 노섬손상빈도의

18% 밖에 않되지만 조기 공중위험도을 초래하는 주요인자이다. 원자로냉각수가

보충된다면 장비출입구의 건전성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장비출입구의 건전성은

부분충수상태에서 요구된다). 그러나 부분충수 운전시 가상되는 LOCA시，

운천원은 매우 짧은 시간내에 노섬냉각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 Seabrook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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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애 접근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격납건물 장비출입구를 폐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 Brunswick 잔열제거 기능 상실 PSA (NSAC/83)

이 연구는 RHR 기능을 상실시키는 다양한 사고경위에 대한 RHR 신뢰도 분석이다.

분석 범위는 원자로 정지후 계획정지나 저온정저시 발생한 사고경위중 냉각재

온도가 200F 이상에 도달하는 모든 이상사태 (Transients) 를 포함한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재량 조절， 원자로 반응도 및 격납건물제어 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데이타는 Brunswick의 고장데이타를 사용하였으며 인간오류에 대한 기본 분석은

고장수목에서 기본사건으로 취급하여 처리하였다.

저온정지상태에서 RHR 기능상실로 인한 노심손상빈도는 7.Ox lOe-6/yr이다.

냉각재량 조절실패를 분석에 포함시키변 정지위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지운전중의 RHR 기농상실을 초래하는 주요 기여인자는

다음파같다 .

.RHR과 RHR 기 기 냉각수계통의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

.RHR과 RHR 기기냉각수 펑프 고장

5. Sequoy뻐 저온정저 시 LOCAPSA

SAle는 저온정지 (Mode 5) 에서 가상되는 LOCA로 인한 노섬손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2개의 LOCA 초기사건이 고려되었다. 원자로 정지후

LOCA 발생시간， LOCA크기， 외부전원 이용가능도， 그리고 보수상태로 인한

다양한 경우 (2078) 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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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된 경우의 노섬손상번도는 7.53xlOe·5/yr부터 8.5x10e-7/yr 까지의 범위이다

주요 기여인자는 다음과 같다.

o. 운전원 오류에 의한 LOCA

。. 발전설비에 대한 전원의 이용가능도

o. 보수

o. 대웅 조치중 발생한 운전원의 오류 (절차서 미비， 부척절한 Res 감시설비)
o. 공기흡입으로 인한 RHR 펌프고장

o.RHR 홉업 실패

제 5 절 System 80+ 정지시 PSA

1. 서론

고려된 초기사건으로는 잔열제거기능상실 (Loss of RHR). 격납용기 내 또는 외

냉각재상실사고 (LOCA inside and outside containment), 화재. Flo여，

소외전원상실사고 (Loss of Off-site Power), 보론희석사고 (Boron Dilution)이다.

당 여기서 고려된 운전 보드는 아래와 같고 발전소 운전모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운전모드의 설명이 표3.5.1에 나타나 있다. [5]

Mode 4, 5: 정상충수된 상태

Mode5R: 감소된 냉각재상태 부분충수포함

(Reduced Inventory)

Mode 6F: IRWST충수 재장전캐비티 빈상태

M여e 61: 채장전캐비티충수 upper internals in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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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사건 빈도

PWR에서 실제 발생한 저출력/정지시 사고발생빈도률 평가하기 위해서 문헌과

데이타베이스를 조사하였다. 계산된 초기사건 발생빈도는 표3.5.2 ， 표3.5.3 ，

표 3.5 .4， 표 3.5.5 와 같다.

3. 분석결과

CE는 운전모드 4, 5, 6 의 내부사건에 관련된 위해도률 평가하였다. 전체

정지운전시 노심손상빈도는 7.7xlOe-7/yr 로서 전출력시 내부사건의

노심손상빈도 (6.7xlOe-7) 보다 15%가 더 크며 전출력사 외부사건의

노심손상빈도 (1.2x lOe-6) 비해 작다.

주 기인자는 Refueling Cavity 가 충수되었을 때 격납용기 외부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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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기 인자로는 Refueling Cavity 가 충수되 었을 때 잔열제 거 기능상실 (Loss

of RHR)이다. 이 두 사고경위는 IRWST가 비었고 Feed & Bleed가 이용

가능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2개의 정지냉각계통 (shutdown c∞ling

system,SCS) 트레인중 최소 1개의 SCS 트레인이 회복되지 않으면 노심손상이，

일어난다. 이 PSA는 기술지침서 및 계기 개션에 기여하였다. 예를틀면 IRWST가

이용가능할때，운전모드 5， 6에서 2개의 SIS 트레인이 이용가능하도록요구하는

거술지침서의 변경이다.

4. 주요사고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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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CE System 80+ 저출력의 전형적인 운전모드4 의 잔열제거 기농상실을

한예로 사고경위분석을 추적하였으며 그외의 운전모드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가. 운전모드4에서 잔열 제거기능 상심 사고분석

그렴 3.5.1은 운전모드 4의 ”잔열 제거기능 상실”에 대한 사건수목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각 절은 사건수목의 각 분기점율 표현하고 있다. RHR 기능 상실이

연차보수 초기에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운전완은 노심손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2시간의 회복시간을 갖는다. 이 모드에서는 2개 SIS 트레인이 이용가능하고

IRWST는 충수되어있다. 또한 중기발생기가 이용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LDHRM4

운전모드4에서 잔열제거기능상실의 초기사건 빈도는 O.042/yr 이다.

ORC문천원의 RHR 회복조치)

RHR 기능상실의 16%은 장비 고장이다. 이것은 운전중인 SCS 트레인에 짧은

시간내에 운전원이 기계적 고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가정 아래 계산되었다.

다른 경우에 있어션， 운전원 실수에 의해서 SCS 트레인이 상실되며 또한 운전원

수동 작동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운전원은 유량정보 CCW 경보， 온도계 펌프의 홉입과 방출 지시계， 펌프모터

전류지시계률 이용해서 SCS 기능상설을 알 수 있다. 운전원은 SCS 계통운전

절차서에대한 교육율 받았으므로 규정된 시간내에 scs 계통율 운전시킬 것이다‘

42



운전훤 실수에 의해 펌프률 트립시키게 되면 scs 기능이 상실되지만 계통의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았다. 이 경우 운전원은 펌프블 채기동함으로서

SCS트레 언을 가동시 킬 수 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 SCS 기능상실을 감사하고 (Task

A), 펌프률 재기동하고 (Task B), SDS 유량조절 밸브률 조정하고 (Task C), SDS

온도조절기를 조정해야 한다. (Task D)

운전원은 SDC 경보， SDC 유량 경보， ccw 경보， 펌프 흡입과 방출 지사계， 펌프

기기의 지시치， 잔열 제거 Critical Function Alarm을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원인

파악이 되면， 재기동 과정은 이용가능한 기능회복 절차에 따른다.

정량화

Task HEP PSF (Specific) Source (NUREG-CR-

1278)

A o.아lOl /5 (제 어 실 ergonomics) 표 20- 23

B OJXH + O.αYJ5/5 /5'(제 어 실 ergonomics) 13 - 3

C 0.001 + O.αYJ5/5 /5 (제 어 설 ergonomics) 13 - 3

D 0.001 + O.αYJ5/5 15 (제 어 실 ergonomics) 13 - 3

HEP = O.αlOlI5 + 0.0011/5 + 0.0015/5 + 0.0015/5 = 1.0 X 10-3

이 때 총 고장율은 기계적 고장율 (0.16)과 운전원 실수로 인한、회복조치롤 합친

것이다. 아 총 고장율은 기계적 고장율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된다. : OR = 0.16

OSI (훈적원에 의한 다류 트레억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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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원이 첫째 SCS 트레언을 기동시킬 수 없으면j 두번째 트레인을

기동시켜야 한다. 기술지침서는 이 두번째 트레언이 이용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었다. 이것은 수동 기동시켜야 한다. 이 사건수목 branch 확률은 트레인을

기동시키는운전원 실패확률과트레얀의 기계적 고장확률을더한값이다.

CSS 펌프는 SCS 펌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배열될 수 있다. 이 조치는 OSl

고장율에 포함되어 있다. 단일 트레인에 대한 기계적 고장은 2.0E-02이다. 정지

냉각계통의 다중 트레인이 아용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운전원이 원래 트레인을 재기동하는 것을 실패한다면，운전원은이 다중 트레인을

이용한다. 트레인이 이용가능하다는가정하에，운전원은 다중 트레인을사용해야

하는가를 규명하고 (Task A), SDC 펌프를 기동하고 (Task B), SDC 유량조절 (Task

C) 빛 SDC온도조절 (Task D) 확인한다.

정량화

Task REP PSF (Specific) Source (NUREG-CR-

1278)

A O.α>0 1 + 0.01 15 (제 어 실 ergonomics) 20 - 23

20-7

B 0.001 + O.αYJ5/5 15 (제 어 실 ergonomics) 13 - 3

C 0.001 + O.α)()5/5 15 (제 어 실 ergonomics) 13 - 3

D 0.001 + 0.000515 15 (제 어 실 ergonomics) 13 - 13

총 고장율은 기계적 고장율과 인간오류율의 합으로서 2.3E-2 이다. 이것은 겨계적

고장에 의해 거의 화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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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은 보통 운전모드 1부터 3까지는 열채거를 위해 중기발생기를 사용하고

또는 운전모드4에서는 SCS 트레인 회복에 실패한 경우에 이들을 .A}-용할 것이다.

기술지침서에 의하면 만약 2번째 SCS 트레인이 고장나면 운전원은 아용가능한

증기발생기를 가져야한다. 운전원은 단지 전기구동 급수 펌프만 이용할 수 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급수펌프를 기동시킬때 증기발생기가 충수되어있으며，

운전원이 급수펌프를 기동시키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2차 계동측은

대기덤프밸브로 배기된다.

운전원은 모드 1에서 모드 3 동안에 증기발생기를 이용할 수 았으며 또한， SOC

트레인 회복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기술지침서는 두번째 SOC

트레인이 이용7t.，;능하자 않으면 최소한 한개 SO가 이용가능해야한다. 이러한 잔열

제거방법율 이용하려면， 운전원은 먼저 중기발생기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Task

A), 전기구동 비상급수 펌프를 기동시키고 (Task B), 중기발생기 압력이 대기펌프

밸브률 이용한 배기가 일어날 수 있는 950psia까지 올라가는지 감시한후에 (Task

C),대기펌프밸브를 작동 (Task ,D),그리고 잔열 제거를 감시한다. (Task E).

운전원이 이 방법이 사용가능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계기로는 SOC 경보， SOC

계통의 이용가능한 기기 지시계 필수기능 잔열 제거 경보가 있다. 이 방법과

관련펀 기기 지시계 i 필수기능-잔열 제거 경보가 있다. 이 방법과 관련된 조치는

제어설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력 모드 기능회복절차에 적절히

다루어져 있다.

45



2개 전기구동 보조급수펌프중 1개를 기동시켜 운전시커지 못할 확률은 7.0E-4으로

추정된다. 아 분기접에서， 전제 고장율은 3.5E-2이고 운전원 실수가 대부분을

차자한다.

정량화

Task HEP PSF Source

(Specific) (NUREG-CR-1278)

A o.α)Q 1 + 0.01 x 2 (Stress) 20- 23

20 -7

B (0.001 + O.아X>5/5) x 2 x 2 (Sπ'ess) 13 - 3

C 0.001 x 2 (Stress) 13 - 3

D 0.001 + 0.001 + O.α)05 x 2 (Stress) 13 - 13

E 0.001 x 2 (Stress) 20 - 10

HEP = 0.0101*2 + 0.0022*2 + 0.001*2 + 0.0025*2 + 0.001*2 = 3.4xl0-2

SIEB21아껴주임계통 Feed & Bleed ‘ 2트레 C?]중 1개)

운전원은 Feed & Bleed할 선택권이 있다. 두개의 SI트레인아 이용가능한 디젤

발전기와 함께 두개의 S1 트레인이 이용가능하다. 두개중 한개의 펌프는 충분한

유량을 공급할 것이다. 부가적으로 2개중 하나의 충전펌프가 또한 사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 모델링 되지는 않는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은 안전감합계동을 통해

배기되어야만 한다. SIFB2 대한 고장율은 Feed & Bleed 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운전원 오류와 기계적 고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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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모드 4와 그 아래 모드에서 만약 운전원이 정지냉각기농을 앓는다면， 운전원

잔열 제거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한다. 모든 다른 가능이 고장 났다고

가정한다면，운전원은 Feed & Bleed 작동을 시도한다.

Feed & Bleed를 작동시키려면 운전원은 먼저 Feed & Bleed 필요성을 파악한다

(Task A). 그리고 RCPP가 트립되었는가 확인하고 (Task B). SI펌프를 .통해

IRWST에서 DVI 판으로 가는 배열아 이용가능한가를 확인한다 (Task C). RCS

압력이 SI 펌프의 Shutoff수두보다 낮기때문에 안전주입 개시는 수동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Task D),그리고 순환을 시키기 위하여 안전감밥 밸브 (Task E)와 감압

차단 밸브 (Depressurization Block Valves)를 열어 야 한다 (Task F). 부분충수운전

운전모드 5에서는 가압기 훌압구가 열려있으므로 SDS 밸브가 열려있을.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운전원을 계통의 정상운전을 하기위해 유량을 감시한다. (task

G). 12차계통 안전밸브가 열릴때 또는 그전에 Feed & Bleed 냉각이 작동되어야

한다. 모든 조치는 제어실에서 수행될 수 있다. 2차측 열제거기능 상실에 대한

저출력 기능 회복 절차에 대한 절차서가 이용가능해야한다.

정량화

Task HEP PSF (Specific) Source

(NUREG/CR-1278)

A O.α>0 1 + 0.01 15 (쩨 어 실 ergonomics) 20- 23

20-7

B 0.05 * 0.05 15 (제 어 설 ergonomics) 20- 22

C 0.05 * 0.05 * 0.05 * 15 (제 어 실 ergonomics) 20 - 22

0.05

D 0.001 * 0.001 15 (제 어 실 ergonomics) 2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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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0.001 * 0.001 15 (제 어 실 ergonomics) 20-12

F 0.001 * 0.001 15 (제 어 실 ergonomics) 20 - 12

G 0.001 /5 (제 어 실 ergonomics) 13 - 3

REP = 0.0101/5 + 0.0025/5 + 0.054/5 + (0.001 * 0.001)/5 + (0.001 * 0.001)/5 + (0.001

* 0.001)/5 + 0.001/5 = 2.7 x 10-3

기계적 고장이 SI 트레인 고장 (7.0E-4)와 SOS 트레인고장 (8.0E-4)으로

구성되어있다. Feed & Bleed의 총 고장율은 4.2E-3이고 운전원 오류가 좌우한다.

BOClCVCS율 이용한충발)

보완수단으로 2개의 충전펌프중 한개 펌프 또는 2개의 붕산수 보충펌프중

1개펌프률 사용하면， 운전원은 냉각수를 붕산수저장탱크(BAST)로 부터

원자로속으로 직접 주입시킬 수 있다. 이 BAST는 중별소모되는 물율 보완할 수

있도록 약 80，αR갤론의 붕산수로 채워져이으며， 원자로를 12시간 정도 냉각시킬

수 없다. 부가적으로 4개의 SIT중 2개 SIT에서 이용가능한 20，αm캘론의 물은

중력을 통해 원자로에 보충할 수 있으며 운전원에게 3시간의 여유를 준다. 만약

Boe가 성공적야면 RHR은 12시간내에 회복될 수 있다. aoc 고장율은 2개

고장율로 구성되었는데 즉， eves와 함께 급수(Feed) 실패와 약 12시간내에

OHR기능 회복의 실패이다. 더 낮은 운전모드에서의 냉각재 상실사고시， 냉각수

보충은 출력운전시와는 다른 방볍으로 가능하다. 부족한 냉각재 재고량은

붕산수저장탱크(BAST)의 냉각수를 cves와 충전펌프를통해서 보충한다.

BAST로 부터 충전펌프의 흡입부까자의 uij 관이 이용가능하도록설치되어 RCS어l

재고량을 주입할 수 았다. 운천원 조치사항은 먼저 보충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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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A), BAST로 부터 충전펌프로 가는 중력을 이용한 공급 배관을 열고 즉 밸브

CH-532 열고 (Task B). 밸브 CH-536 열고 (Task C) 2개의 펌프중 하나가 운전중인가

확인하고 (Task D),보충과정을 감시한다 (Task E).

모든 조쳐는 제어실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절차서논 낮온 운전모드에서의 2차

계통 열제거 기능 상실에 대한 기능회복절차에서 이용가능하다. 이 사건은

CVCS을 이용한 냉각재 보충기능의 실패률 의미한다.

정량화

Task HEP PSF (Specific) Source (NUREG-CR-

1278)

A O.α)01 + 0.01 15 (제 어 설 ergonomics) 20- 23

20 -7

B 0.001 + O.아)05 15 (제 어 실 ergonomics) 13 - 3

C 0.001 + O.α)OS L5~제 어 실 ergonomics) 13 - 3

D 0.001 + O.α)()5/5 15 (제 어 실 ergonomics) 13 - 3

E 0.001 15 (제 어 실 ergonomics) 13 - 3

HEP = 0.0101/5 + 0.0015/5 + 0.0015/5 + 0.001/5 = 3.0 x 10-3

여기서 ， CE는 약 12시간내에 DHR율 회복시키는 확률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고장율을 0.1로 가정하였다. 운전원은 4개의 SI 트레인. 2개 SCS 트레인 또는 그

CSS 트레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운전원은 또한 BAST에 있는 냉각수

재고량율 이용하여 계속 증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보수의 예로서 1975년 3월에

발생한 Brown의 심각한 Herry Cable Fire흰 운전원들은 임시 점퍼률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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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R을 성공적으로 회복시켰다. HOC 실패율은 보수 확률에 의해 주로 좌우되는데

확률은 i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건수목은 정량확된 각 확률값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경위로 초래된 노섬손상빈도는 2.3E-19 이다.

다. System 80+ Shutdown PSA 에서의 인간오류 정량화 방법

인간신뢰도분석은 HRA 핸드북의 데이타와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였다. 2시간

이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운전원의 stress는 moderate 이라 하였고 inventory 감소

사건은 운전원 여유시간이 0.7시간이기 때문에 higher stress level이라고

가정하였다.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moderate sπ'ess라 가정하였다.

(예 ) OR: Operator restores SCS train

NUREG-1449 에 따르면 RHR 상실의 16%는 부품고장인것으로 파악됐다.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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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펑가된다.순수 인간오류는 2.6E·3 이다.따라서

OR =0.16(equipment failure) + (1-0.16) x 2.6E-3 =0.162/d

운전원 행위 평가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o. 이 과제는 운전원에게 잘 훈련되고 절차서가 잘 되어 있다

O. 과제는 제어실에서 수행되고 수행시간은 1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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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educed inventory 사고추이에 대해서 운천원 stress는 optimum에서

moderate으로 전환한다.

수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A - SCS 기능상실 감지 : 운전원이 loss of RHR을 인지하는 것으로서 loss of

flow는 경보가 울린다는 가정을 하였다. annunciator response 모텔을 사용해

명가하였다.

B - SCS 펌프 B 재기동: 운전원이 과제 A를 탐지한 후에 절차서에 따라 SCS

펌프를 재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제는 잘 훈련이 됐다는 가정아래

nominal BHEP값을 사용해 평가하였고 훈련에 대한 인자를 고려했다.

C-SCS 유량조절밸브조정: 이 행위는 SCS 펌프 재시동 과제와 높은 의존성이

있는 것요로판단된다.

D- SCS 온도조절밸브조정:훈련이 잘되어 았고 이전 과제와는 의폰성이 없는

것 갇다. 훈련에 의한 인자률 고려했다.

정량화를 위한 HRA사건수목이 그림 3.5.2 에 나타나 었다.

• Operator Restores SCS Train

Task BHEP Source PSF Source P(F)

A o.아)01 20-23(a-1) O.α)01

B 0.003 20-7(3) or G-l(5) /3 3-8(5) 0.001

C 1-(1+0.99)/2 20-17(HD) from 3-8(5) O.아)0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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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0.003 20-7(3) 아 0· 1(5) β 3-8(5) 0.001

HEP =peA) + PCB) + P(C) + P(D) =O.α)0 1 + 0.001 + o.α>05 + 0.001 =0.0026 =2.6E-3 ,

EF = 5 (20-20(9»

• Operator Restore SCS Train (Reduced Inventory)

Task BHEP Source PSF Source P(F)

A O.α)()1 20-23(a- 1) x2 20-16(4a) O.α에2

B 0.003 20-7(3) or 2/3 20:-16(4a) 0.002

0-1(5) 3-8(5)

C 1-(1+0.99)/2 20-17(HD) from B 20-16(4a) 0.001

3-8(5)

D 0.003 20-7(3) or 2/3 20-16(4a) 0.002

0-1(5) 3-8(5)

HEP =peA) + PCB) + P(C) + P(D) =O.α)()2+ 0.002 + 0.001 + 0.002 =5.2E-3,

EF = 5 (20-20(9»

라. 의존성과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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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률 이루는 부과제 사아에는 핸드북애 따라 의존성을 고려했으며 불확실성

분석은 인간오류가 log-norma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다. 인간오류 계산사

오차인자률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인간오류 값에 따라 핸드북을 토대로

할당했다.

제 6 절 핀란드 정 치 PSA (Shutdown event PSA, SePSA)

1. 서론

핀란드 원자력 사업자인 TVO는 Olkiluoto 710 MWe 2개의 BWR 발전소에 대한

포괄적인 PSA 계획을 시작하였으며， 전출력운전에서의 내부과도현상，

냉각재상실사고， 화재사고률 고려한 Levell PSA률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1990년， TVa는 PSA연구에 핵연료재장전 맞 Shutdown, S없π-up

운전보트를 포함하도록 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한가지 아유로는

앞와 두기의 원전들이 좋은 운전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틀 원전은 짧고

효과적인 채장전 정저 몇 극히 적은 불시정지로 인해 계속적으로 90%가 넘는

연간 이용율 (annual capacity factor)을 갖고 있다. 거 의 최소한도의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재장전은 삼교대로 진행되는 병렬작업틀 사이와 긴밀한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장전기간 동안에는 많은 하청업자， 시간외 근우， 감소된

안전장벽 등이 위협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정지사건 PSA

(Shutdown event PSA, SePSA)에 서논 인간인자 (Human Fact띠가 초기사건 및

안전기능상실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고 적용될

것이 요구된다. 기 발간된 몇몇 연구들만이 SePSA의 초기에 사용되었으며，

SePSA팀은 주로 사업자 자체의 인력 및 외부의 인간오류 전문가틀로 구성되어

있다.

1. 발전소 손상상태 및 분석대상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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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로 인한 원전의 위험을 제외하면 Tva는 상당기간의 정지를 야기하는

경제 적 위험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6가지 의 발전소 손상상태 (Plant Damage

State)가 정 의 되 었다.

1) 기계적인핵연료손상

2) 국부 임계 (Local Criticality)

3) 콘크리트 구조물의 과열

4) 노심 수위저하

5)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수위저하

m 중대 노심손상

초기 기 인요인에 대한 발전소 고유의 션볍작엽은 사고이력에 대한 연구 및 선정된

분석대상에 대한 운전원틀과의 면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Olkiluoto 및 ABB사에서

제작한 유사 발전소에서 얻어진 사고 통계치들은 초기사건 기인자 목록의 초안에

따라 분류되어 졌으며， 이 목록은 초기사건 기인자의 빈도평가에서 사용된다.

NENIRS 보고서 동에서 얻어지는 다른 BWR의 운전경햄들은 발전소의 설계

차이에 의해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TVO의 보수전문가틀은 재장전 정지시의 정상적연 예방보수작업 및 면탑을 통한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선택된 16개군의 분석대상작업들을 검토하였다. 각

분석대 상에 대한 단계 적 인 분석은 Human Action Deviation 'Analysis (HADA)라

불리우는 체계적인 면담형태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여기서는 다음 사항틀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o. 어떤 작업과 다른 작업과의 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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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류에 대한 발견벙·볍

o. 결말

O. 조정의 어려움 및 둬험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방법의 취급을 위한 견해

또 다른 질의 기 법으로는 "Analysis of Test Influence (AT!)"가 있으며 , 이는 시 험 에

관한 분석을 위해 개발되었다. HADA에 포함된 중요사항들과 달리， ATI는

안전장치의 이용불능， 회복절차， 시혐의 완벽성 정도률‘중시여긴다. 상당한

노력이 위험을 규명하는 작엽， 즉 정성적 분석에 쓰여진다. SePSA 팀틀의 견해는

이것이 결과에 대한 타당찬이해를보장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라는것이다.

2. 인간오류 및 사고분직 모텔

정성적 분석을 통해 다음파 같은 세 종류의 기인사고률 얻는다.

- Leakages Under Core top (LUC)

- Leakages Over Core top (LOC)

- Loss of Residual Heat Removal (LRHR)
-.;. I

toe와 Lue는 가용한 펌프의 보상여부에 따라 5가지 분류로 나누어 지며!

LRHR은 잔’얼 제거능력의 보상에 따라 분류되었다. 이 외에

o. 국부·임계사건，

o. 증기관이 물로‘찰때의 원자로의 과압，

o. reactor hal1 41의 heavy load transport 및

o. non-inerted containment 세서 의 짧은 기 간동안의 과도현상

등에 대한특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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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deviation은 Small LOC률 제외한 모든 초기기인사건들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SePSA 팀틀은 다른 언위적인 인간오류확률틀을 쓰지 않으며， 그 대신

초기기인사건 및 회복조치에 대한 주관적얀 선별치로 그 발전소 특유의

이 력데 이타를 근간으로 하였다. 주요 성능형상인자 (performance-shaping factor)를

갖는 정량화된 운전원 조치에 대해서 기술되었다. SePSA의 초기기인사건 빈도는

전출력 운전시의 과도현상보다 낮으나 (6.4E-2 vs1.8E-6/year), 약화된

안전장벽으로 안전여유도를 줄이게 된다.

잔열발생융， 안전계통틀의 상태， 안전계동의 기능상실 가능성틀은 채장전

정지기간동안 여러차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저출력기간은 여러상태로 나뉘며，

안전계통의 성공기준은 각각에 대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저출력사고들은

수동조작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주순환펌프 보수작업 동안의 상당한

LUC의 경우 둥율 제외하면 회복조치계획에 따름으로써 격납용기쪽 조작원의

접근을 일분이내 끝내게 한다.

사건수목모텔 작성시 생기는 어려움은 재장전기간에 대한 비상절차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출력운전상태에 대한 -계통고장수목들은 저출력운전

사건수목에 연결하기 이전에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틀의 초기조건

및 사용여부가 정지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로서， 대기계통은

잔열제거상돼시 이미 작동되어야 하며， 모든 자동기능들은 정지된다. 이런

사항틀로 인해 계통모탤틀을 상당히 수정해야 된다. 재장전시 두개의 πa피을

못쓰게 하는 4-train 계통들의 공통원인고장 모텔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 SePSA모델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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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방볍론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다른 분야 사람들과 위험도에 대한 정보교환

및위험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유사하게 불시 국부 임계를

야기하는 사고추이 등에 대한 명확한 모탤링은 각각에 대한 다룬 모텔링을

요구한다. Task interaction matrix는 총괄상의 오류률 확인하고 위험요인들을

다루는데 사용된다. 이것은 confusion matrix 방법과 유사하나， 고려사항에

보수작업도포함된다.

Banier 모텔은 각각의 운전모드에 따라 안전방벽의 차이를 고려한다.

재장전정지기간 (Refueling Outage) 에 격납용기나 자동기능이 있지 않을 때에는

사람이 작동시키는 안전기능만이 유일한 안전장벽이 되곤 한다. Sequential phase

diagram은 잠재적인 오류과정 벚 사고추적을 빠르게 하며， 물리적 변수 및 real time

scale은 상황을 분명히 인식케 하는 동열한 화상에 사용된다. 또한 diagram은

불시염계사고 분석시에 사용된다.

4. 분석결과 몇 개선사항

재장전정지기간 동안의 노섬손상 위험은 전출력운천중의 위험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SePSA에 의해 추려진 주요 위험도는 여러 방법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주순환펌프의 보수작업시 조작원들의 접근을 위한준비가특별히 훈련된 두명의

지도요원틀에 의해서 순조로울 수 있다. mechanical cotter pin을 주순환펌프에

설치하여 갑작스런 틀립을 방지하였으며 원자로 충수률 위한 보조급수

피스톤펌프의 사용은 저온과압상태 (LTOP)의 방지측면에서 더이상 권고되지

않는다. 저장조 냉각능력이 증대되고， 안전 및 방출밸브의 capping을 피하며，

제어봉의 일상 점검이 이미 시작된 SePSA와 평행하게 수정되었다. 이런 수정이

재장전기간동안의노섬손상빈도틀 70% 가량 감소시킨다. 따라서 SePSA가

저출력상태를 위한 절차서 강확의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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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주요 저출력/정지시 PSA 결과

1. 개 요

NRC의 AEOD (Office of Analysis and Evaluation of Operational Data)에 의해

수행된한 연구에 의하면 운전정지 및 저출력운전시 중급이상의 안전성사건

발생이 중대되고 있다. 연구의 제목은 ”운전정지 및 저출력 사고이력보고서 (

Licens않 Event Report, LER)의 운전데이터 분석”으로 PWR은 이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한 안전성관련 사건율 21%나 경험했으며 중급 정도의 안전성 사건율

BWR보다 7%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TMI 발전소 이전의 GE 발전소， 모든 B&W 발전소， 새로운 웨스팅하우스

발전소틀은 매우 높은 안전성사건 발생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인적과오로

기 인한 사건이 분석된 운전정치 및 저출력사건의82%올 차지하고 있다. 이 가훈데

작업종사자실수가사건의 57%이고， 부적절한 절차서가 2%, 그리고 man-machine

interface와 기타 인적과오는 5%로 나타났다.

연구관계자들은 소홀한 가동정지 계획과 통제가 운전정지 및 저출력 사건의 주요

원인엄을 밝혀냈다. 그를은 운전원들에 대한 더 나은 훈련 을 권고하였으며 backup

안전성 계통의 이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지침서 (Tech. spec.)의 변경이

안전성을 증진시킬 것 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연구관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요건， 몇가지 NRC 프로그햄의 변경，산엽체의 노력풍을

권고하였다.

2. 정량적 분석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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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주요 PSA 결과틀을 요약하여 그림 3.7.1 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PSA 결과들의 노섬손상반도가 1.0e-5 과 1.0e-4 사이로 나타나 저출력/정치시의

위험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암을 알 수 있다.

3. 정성적 분석결과 요약

지금까지 수행한 각국의 다양한 저출력/정지시 PSA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요약할 수있다 .

. 가압경수형 원자로 (PWR)에서 발전소 정지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건은 부분충수운전시 발생한 고장이다•

.운전원의 조차실패는

- 특히 정지 냉각기능 회복시 필요한 조치를 실패를 유발시키는 것같은

판단실수 (특히 부분충수운전)

-절차서 미비 등이다

.RHR 정지냉각기능상실의 원인은

-운전원 오류로 인함

-홉입밸브트립

- Res의 과배수로 언한공동현상 등이다 .

.소외전현 상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주요사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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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상실사고 (LOCA) 의 원언은

-운천원오류로 인함

-RHR 압력방출밸브의 개방고착

-RHR 펌프 밀봉 파손

- 임 시 밀봉 (temporary seal) 파손 등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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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부분충수(Mid-Loop) 운전 PSA

제 1 절 부분충수운전 개요

부분충수 (Mid-Loop) 운전이란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온관 (Hot Leg)의

중간수위까지 배수된 상태에서의 운전을 의미한다. 이 원자로냉각재

수위상태에서는 발전소요원들이 증가발생기 성능검사나 보수등과 같은 원자로

전출력중 할 수 없는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잔열체거펌프가

고온관하부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원자로 냉각수의 수위는 조심스럽게

조절되어야한다.

부분충수운전시 주의해야할 특성인 잔열제거 기능상실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핵증기계통(NSSS)의 설계는 부분충수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 예로 부분충수를 위한 원자로 수위측정계롱(RVLIS)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즉 대부분의 가압경수로 사업자틀은 부분충수운전시

원자로 냉각재 수위를 감시할 목적이 아니라 배기와 배수에 최대로 용이한 지점에

임시 원자로 수위감시계통을 설치한다.

나. 임시 RVRLIS는 수력학적(Hydraulic) 공기홉입효과에 의해서 비정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아 효과는 운전원을 포함한 발전소‘ 요원에게 생소한

현상이다. 이 비정상인 계기작동은 RVLIS에 대한 운전원의 불신감을 초래한다.

, ‘

다. 부분충수운전은 운전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한다. 외부에서 흡입된

가압기내 공기률 이용한 종기발생기 튜브내 냉각수의 배수동안에는 특히 주의률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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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제어실과 적절한 협의없이 현장배수와 관련된 작업이 진행되면

직접적으로 잔열제거펌프의 기능 상실을 초래하는 와류현상을 유도한다.

마. 잔열제거펌프의 와류현상은 잔열제가펌프의 유량률의 함수이며 이 유량률룰

줄이므로써 와류현상은 줄어틀 수 있다. 그러나 이 잔열제거펌프의 유량률의

감소는 기술지침서의 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와류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의 Res수위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운전원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지침이 없다.

제 2 절 국내외 잔열제거기능상설운전경혐

1.외국원전 운전경험

잔열제거기능 상실에 판련되어 사용되는 일반데이타는 3개의 기본자료가 있다.

이 3개의 기본자료는 서로 다른 시기를 표현한다. 1976년부터 1986년까지의 전체

RHR 기능 상실은 177건이다. 이중 86건은 1976년부터 1981 년까지로서

NSAC/52와 일치한다. 이 NSAC/52는 가본자료로서 LER를 사용하였다.

1982년부터 1983까지의 45건은 AEon보고서와 일치하는데 이것은 LER과 NRC

보고서률 참고로 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46건은 1984년부터 1986까지는 LER를

대상으로 BNL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부분충수운전중 RHR의 기능 상실사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5개

고장모드로분류될 수 있다. [10]

I)RHR 흡입밸브의 부적절한 닫혐

2)RCS의 과다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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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CS수위 유지실패

4) 냉각재상실사고

5) 기타사고

등이다.(표4.2.1 참조).

또한 표4.2.2에서 보듯이 년도별 RHR 기능상설의 사건발생수률 조사해 보면 이

사건의 발생수는 발생년도에 무판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잔열제거 운전경험으로부터 다양한 원인별로 잔열제거 기능상실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다 (표 4.2.3).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감다.

(1) 표4.2.1과 표4.2.2 는 주로 미국 사고이력보고(LER)룰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보고되지 않윤 사고가 더욱 많융 수가 있마. 예를 틀면 Zion RHR PRA

인 NSAC/84에서는 1975년부터 1982년 사펴의 RHR 홉업밸브의 부적절한 닫힘이

16건으로 분석되었요나 실제 사고이력보고에는 단지 l 개의 사건만이 보고되었다.

(2) 표 4.2.3에서 보듯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RHR기능 상실사건의 발생빈도가

감소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의 발생빈도는 시간과무관함을 알수 있다.

2. 국내원전 운전경험

국내에는 잔열제거기능 상실사고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데이타가 아직 없다.

그려나국내원전에서 발생한 부분충수운전관련 RHR 기능상실사고는지금까페

고리 2호기 (1984.6.1) 와 고리3호기 (1987.10.8) 에서 발생한 2번의 사건이 있었다.

[6] ‘

가" 고리 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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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일시 - 1984.6.1

(2) 시-고원인

-계기과에서 RWST 수위채널 교정을 위해 작업중 계기도면상의 접점상태가

실제상태와 갇지 않아 기판(Card)을 삽엽하는 순간 RWST 저저수위(Low-Low

Level) 신호가 발생하고， 격납건물 씹프에서 RHR펌프 흡입부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가 개방됨으로써 RCS냉각재가 격납건물 썽프로 배수되어 RCS의 수위가 낮아

운전중인 RHR 펌프 ’B’가 진동후 정지되었다.

(3) 사고내용

，、 ,

11:44 RWST 수위 저저 신호(Low Low Level) 신호발생

11:45 격납건물 썽표 (CV Sump) 에서 RHR 펌프 격리밸브들의

자동개방

11:46 RHR 펌효 ’B ’ 홉입압력 맞 유량 상설 RHR 펌효’B’ 수동정지

11:52 RWST 저저수위 선호제거， Res 수위확인 (고온관 중간에서 -

12cm, RHR 흡입구에서 -18cm)

11:55 RHR ’B ’ 기동실패 - 출구압력， 유량 RHR 홉입관 배기

11:58 RHR 펌효 ’A ’ 기동실패 RHR 흡입관배가

12:10 RWST 에서 유량을 확보하여 충전펌프를 통해 RCS 충전

12:15 충전펌효 정지

12:20 충전펌효 기동

12:35 RHR 펌 효 ’A’를 통하여 RWST유량을 Res에 충전

12:37 RHR 펌 II ’B ’ 기동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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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문제점

- 잔열제거 회복절차의 보완 필요성

l>RCS의 재고량확인 절차

2> 운전중인 펌프의 정지후 대겨펌프의 재기동 절차

3>RCS 및 잔열제거계통의열수력학적거동과계기오동작관계를 고려한

확인절차

나.고리 3호기

(1) 사고일시 - 1987.10.8

(2) 사고원인

-원자로 냉각재계통(RCS)의 부분충수운전 (Mid Loop Operation)시 타이곤

(Tygon)호스로 RCS 수위를 얽으며 116 ’ 3 ’(정상적으로 S/G ECT 배수수위

는 115 ’ 9 ’암)까지 배수시키자 잔열제거계통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RHR 펌프

’A’가 진동하며 정지하였다. RHR펌프’B’를 가동시켰으나 곧 정지하여 RCS내의

냉각채온도가 95C까지 상승하였다. (대 략 40분간 잔열제거 기능 상실)

(3) 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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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Res 수위 116 ’ 3 ’ 에서 배수중지

14:02 RHR 펌 표 ’A’ 진동후 정지(펌 효출구압력 oKg/Cm , Motα. Percent

Load 25%지 시 )

14:20 RCS 수위 116 ’ 10 ’ 상태에서 RHR 펌 표 ’B’기동

14:22 RHR 펌프 ’B’정지， Res수위 실제확인

14:35 RHR 펌프 ’A’를 기동하여 RWST에서 냉각수를 취해 RCS 에 공급하고

순환양호. RWST로부터 RCS에 6cubic M 충수

14:40 RHR 펌프’B’기동하여 성공， RHR 펌프 ’A ’ 정지시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수위(RCS Level) 117 ' 9 ’

14:52 RHR 열교환기 ’B’에 기기냉각수(CCW)를 공급하여 RCS 냉각후

RCS수위 117 ’9", RCS 온도 95°C

(4) 사고문제점

l>RCS계통내의 공기유업에따른 수위 오지시 가능성

2> 배수절카-배수시계통웅답시간의지연가능성을고려해야함

3> 계통회복절차-운전중인펌프의 정지후 대기펌프의재가동시 확인절차

배기(Vent) 및 수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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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분충수운전시 잔열체거기능상설 사고경위분석

1.개 요

원자력발전소의 저출력/정지시 (Low Power / Shutdown) 에는 전출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작동될 계통과는 발전소 구성상태 (Configurations) 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정지냉각계통 (잔열제거계통)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만 그외의 안전계동을 포함한 대기상태계통 ( Standby System) 은

대부분 작동될 수 없도록 격리되어 있다. 그리고 저출력/정지시에는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되고있다. 특히 부분충수시에는 원자로냉각재수위가

낯으므로 정지냉각계통의 부주의한 운전시 잔열제거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부분충수운전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잔열제거 기능

상실사고에 대한 사고경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부분충수시 잔열제거

기능상실이 잔열재거펌프의 홉입유량 상실 초기사건에 대한 운전원의

부적절한 판단과 조치에 의해 노심손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결국 저출력/정지시에도 운전원여 발전소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운전지원 환경

(설비， 절차서， 기술지침서 등) 의 개선 및 운전보조 시스탱의 개발이 부분충수

운전시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발생한 저출력/정지사 국내외 경험도 저출력/정지시 PSA룰 수행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계획정지 보수중인 미국 Vogt1e

1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발전소 안전모선의 소외전력 상실사고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조비상전원인 디첼발전기가 비상전웬을 공급하지 못했다면

정지 냉각기능을 상실하여 심각한 노섬손상을 초래할 전초‘사、건 (Accident

Sequence Precursor) 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의 발전소도 유사한 설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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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되었으므로 정지시에 위의 경우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6]

자금까지 외국의 일부 발전소에 대한 저출력/정지시 PSA 가 수행되었고 또한

수행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잘 정비된 방법론은 없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목적은 저출력/정지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인 부분충수운전시

잔열제거기능 상실사고경위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수행될 저출력/정지시

PSA 수행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저출력/정지사 운전환경 및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절차서[7]，거술져침서[8]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시하고자한다.

2. 사고경위 분석

사건분석절차는 그림 4.4.1에 나타났듯이 우선 부분충수운전시에 발전소

계통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 부분충수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경위를 분석하고 세째， 사건수목와 계통구성을 조합하여 정량적 펑가룰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부분충수시의 발전소 계통구성을

파악하고 부분충수시의 사건경위를 분석하였다. 부분충수시의 계통구성

분석은 계통의 운전가능성과 계동간의 의존성 (dependancy) 파악하고， 이 때의

계통구성이 운전제한조건，절차서，기술지침서등의 부분충수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고경위분석은 부분충수시 잔열제거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어떤 계통이 작동되어야하고 이 요구된 계동이 어느，정도

제기능을 발휘해야하는가 등을 조사하여 사고발생후 필요한 계통의

성공여부에 따른 사고전개툴 분석하였다.

가. 부분충수운전시 계통구성

(1) 주요 계동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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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분충수운전은 특정보수와 관련이 있다. 즉，부분충수시에는

낮은 원차로 수위상태에서 보수 (예· S/G ECf)가 진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잔열제거기능을 잃지 않아야 원자로률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발전소의 운전제한조건(LCO) 과 운전절차서는 부분충수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냐 미국 NRC GL88-17[4]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홉한 점이 남아았다. 현재 고리 3，4호기의 경우에 있어서 정지시에

판한 사항으로 운전모드 5 (저온정지) 와 운전모드 6 (핵연료 재장전) 에서

잔열제거계동의 운전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으며，부분충수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계통운전절차서 버정상절차서 및 종합운전절차서들야

GL88-17의 신속조치 및 단계적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분충수운전과 관련된 계통구성에 대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증가발생기가 이용불능하다.

b. 2개의 잔열제거계통이 운전가능 해야하며 또한 잔열제거계통의

냉각기능 상실이나 냉각재상실이 일어났을 때 충전펌프률 포함한 2개

이상의 냉각재 보충유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c. 전원제거로 인하여 SIT 를 고려하지 않는다.

d. 인간오류확률은 고장발생후 특정시간내에 운전원 조치가가능한가를

분석한다.

e. 부분충수 운전시에는 여러 주요계통상태가 정상운전시와 다르다.

(2) 계통구성 상호의존성분석

부분충수운전시에는 정상운전시에 비해 발전소 구성상태가 매우 다르고，

발전소 내에서 많은 작업이 진행되므로 사고경위를 분석하려면 계통간의

연관성의 조사가 중요하다. 추요계통의 이용불능은! 단지 그 계통의 고장

뿐 만 아나라 그 계통이 서로 연관된 계통 또는 부품에의한 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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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 이 연관성은 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y) 또는

공통성 (commonality)으로 표현할 -수 있다. 부분충수운전시에도정상운전시에

작용하는 운전조건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은 정상운전시와

동등한 연관성을 갖는다. 부분충수운전시 고려된 상호의존성은 크게 다음과

감다.

a. 한 계동은 다른 계동에 의혜 의존된다. 즉， 전가나 제어공기계동이

다른 계통에 대한 영향 둥을 고려한다.

b. 한 계통은 다른 계통을 작동시킨다. 즉， RWST의 저수위로 인한

저합안전주입 홉입배판의 변경 둥을 고려할 수있다.

c. ε 한 계통은 다른계통의 기능을 보조해야한다. 즉， 기기냉각계통이

정지냉각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또한 공통성은 어떤 계통이 다른 계통의 일부 , 전체가 되거나 또는 두

계통이 어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이다. 예를틀면， 부분충수시에도

정상운전서와 같이 LPSI 와 HPSI가 안전주입이라는 가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배관 빛 부품을 공유한다. 또한 eves률 통한

냉각수보충도 안전주입의 일부 부품을 공유할 수 있다. ι특히

부분충수운전시 전기계통과 기거냉각계통은 상호의존성에서 중요시 되는

계통이기 때문에 운전원이 계통보수 및 운전을 수행 할 때 항상

주의해야할 계통이다.

나. 사건수목 개발

그렴 4.4.2는 ”부분충수운전시 잔열제거기능상실”에 대한 사고경위를

설명하고있다. 발전소 운전경험과 기 수행된 저출력/정지시 PSA결과로 알 수

있듯이 잔열제거기능 상실은 원자로 냉각재의 신속한 버등을 초래하므로

기술지침서 [7]와 운전권고사항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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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리 3 호기의 경우 원자로정지후 5일이 경과하면 냉각수가 포화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약 18분 정도 걸린다. 그후 냉각수가 중발하여 원자로심

상부까지 감소할 때까지 약 72분이 소요된다.

b. 원자로정지후 평균 5일후 봉괴열이 10MW 발생시켠다고 가정하면

잔열제거기능 상심사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만족되어야 한다.

저압안전주입시 : LPSI E 레인 q><1 재장전수

저장탱크 (RWST)

고압안전주입시 : 1개 HPSI 트레인 및 재장전수

저장탱크

eves주입시 : 1개 Charging 트레인 맞 붕산저장탱크

(BAST)

재순환(Recircula삼on) 시 : 1개 LPSI E 레인 및 재장전수

저장탱크

그리고 각 사건 수목분석에서 각 기능을 수행하는 각 계통은 보조계통 또는

다른 계통과 연관되어 있다. 부분충수운전시 각 계통의존성은 고장수목에서

자세히 모탤링되어 분석되는데 중요한 의폰성은 전기계통， 기기냉각계통，

기기제어계통둥에 의해 나타난다. 다음의 각 절은 사건수목상의 각 항목을

표현하고 있다.

• 잔열제거기능 상실 (Loss of RHR )

부분충수·시 잔열제거기능 상실사고의 초기사건빈도는 외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0.0471년으로 적지않다. 이 빈도는 부분충수시 잔열제거기능

상실빈도과 냉각재상실사고 빈도률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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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의 냉각재수위 점 검 (Operator Checks Coolant Level)

일단 잔열제거기능이 상실되면운전원은 두번째 RHR계통을 가동시키기 전에

냉각수위를 파악하여， 수위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냉각수를

보충시켜야한다. 운전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찬열제거계통을

사용하여 RWST에 배관을 정열하여 냉각수를 원자로에 주입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주인 수위지시계가 특정조건에서는오지시할 확률이 높은것으로

나타남으로운전원의 오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 운전원의 잔열체 거 계통 기동 (Operator Starts Second RHR Train)

만약 운전원야 첫째 RHR 트레인융 기동시킬 수 없으면 두번째 트레인을

기동시켜야 한다. 이것은 운전원의 기동실패와 기계적고장을 포함한다.

발전소의 설계에 따라서 격납용기 살수계통이 RHR계통을 대선할 수있다.

RHR계통은 다중트레인이 이용가능해야 환다는 요건이 있기때문에 만약

이와같이 원래 트레인이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콤 두번째 계통을

가동시키도록 되어었지만 고장난계통을 재기동하지는 않는다.

• 운전훤 회복조치 (Operator Restores RHR Tra폐

잔열제거기능 상실원인은 주로 기계적인 고장과 운전원오류로 구성되는데

기계적 고장은 제한된 짧은시간 내에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운전원회북조치란 위의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고장인 경우에 운전원

수동작동에 의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운전원은

기기냉각 경보관련 유량계 및 온도계 펌프의 흡입 및 배출유량계， 펌프모터

전류지시계등률 이용하여 잔열제거기능 상실원인을， 알 2 수 있다. 운전원은

잔열제거계동운전 절차서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규정된 시간내에

제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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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주업계통을 이용한 충수 (Feed & Bleed with SIS)

운전원은 이용가능한 비상디첼발전기와 함께 두개의 안천주입계통율 이용할

수 었다. 두개중 한개의 펌프는 충분한 유량을 공급활 수 있다. 또한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배기 및 Bleed 되어야하기 때문에 보통 압력방출밸브 (PORV)

또는 안전감압밸브 (SDV)등이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통 부분충수

운전중에는 가압기 맨웨이가 제거되어 원자로계통이 열려있으므로 특별히

Bleed을 위한 조치룰 할 필요가 없다.

• eves률 이용한 충수 (Feed Using eves)

안전주입계통의 보완수단으로 한개의 충전펌프 이용한 eves계통올 이용한

냉각수 주입이 가능하며 또는 붕산수 보충펌프중 한개를 사용하면 48，αXl gal

(2*24，아)(»인 붕산저장탱크 (Boric Acid Storage Tanks) 로부터 냉각수를

원자로계동에 주입하여 장시간 증발되어 소모되는 냉각수률 보충할수 있다.

다. 사고경위 분석결과

위에서 보듯이 부분충수운전시 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의 계통은 운전원에

의해서 수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잔열제거 기능상설후 진행되는

사고전개중 섬각한 원자로섬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경위는 다음과 감다. 즉，

사고발생후 운전월이 원자로냉각재수위의 확인실패， 대기중인 RHR 계통의

기동실패， 운전원의 RHR 회복조치실패， 안전주업계통을 통한 보충수공급실패，

그리고 보완수단으로 eves를 통한 보충수공급 실패로 진행되는

사고경위이다. 또한 위와같은 경로에서 원자로 수위가 확인되었을 지라도

운전원의 후속조치가 실패하면 위와 같은 위험성을 초래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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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 시행되는 보수작엽시에는 발전소 계통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동시에 많은 작엽이 이갇어지고 있으며 또한 운전에 필요한 계기가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의 결과에서 알 수있듯이 부분충수

운전시에 냉각수의 보충실패로 인한 냉각수의 비둥으로 방사션 누출과

원자로심의 손상융 초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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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및 토의

결국 기존의 발전소안전성은 단지 발전소가 정지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부분충수운전시 잔열제거기능상실 사고경위 분석에서 보듯이

발전소는 정지중에도 충분히 안전성을 위협할 수있는 잠재성을 내포하는

것을 알수 있다. 사고경위 분석컬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반적 사항을

도출할수 었다.

a. 운전원의 작동실패가 노섬손상으로 가는 사고경위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 인간오류는 기기고장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노섬손상으로 갈 확률 매우 높다.

b. 보수시 주요 계동을 감사할 수 있는 적절한 감사 (Monitoring ) 시스렘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기계통과 관련된 주요안전계통의 종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보수를 트레인별로하여 보수와 관련된 보조계통

또는 안전계통 영향율 미치지 않아야한다.

c. 보수로인한 계통이용불능도는 발전소경험에 바탕을 두고 계산되어야

한다. 정지시 적용할 수 있는 데이다툴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방안흘 수립해야한다.

d. 운전원이 필요한 조치률 취할 수 있는 여유시간둥을 고려할 수있논

잔열제거기능 상실에 따른 정확한 열수력분석이 필요하다.

e. 보수작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운전지원시스햄이

필요하다.

￡ 안전계통의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지침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가농한 모든작업은 작업사이에 독립성을 유지하고 수행되어야 한다.

- 보수중 가능한한 다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수작업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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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야 한다.

현재 저출력/정지시에 대한 PSA 기법여 둥장하여 수행되고있지만 아직 잘

정비된 방법론은 없다. 그려므로 향후 저출력/정지사의 다양한 운전조건에

맞는 PSA모텔 개발를 개발하고， 기존 전출력 PSA 수행경험을 확장시켜

정지조컨을 포함시킴으로서 저출력/정지시 PSA룰 현실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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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기술지 침서에 따른 발전소 운전모드

운전모드 .반웅도 열출력 저온관온도

(Kerr)

1.출력운전 ~.99 >5% 으 3500P

2. 기동 ~.99 ~5% ~ 3500 P

3. 고온대기 <0.99 0 ~3S0oF

4. 고온정지 <0.99 0 350oP> Tcold > 2100 P

5. 저온정지 <0.99 0 S 2100 P

6. 핵연료재장전 <0.95 0 S 1350 P

표 3.5.2 System 80+ 정지시 PSA 에서고려된 사고의 발생빈도 {9 1. 12.31 까지)

항목 최초 사켠 운전년수 변도

초기사건 발생일자 -까「‘ (91.12.31 까지)

-보론과반웅도사건 82/03/14 12 747.3 0.02

-전원상실 73/06/07 52 1412.3 0.04

-원자로 냉각수상실 79/1 1/14 51 924.7 0.06

- 잔열 제거기능 상실 76/09/02 232 1165.3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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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System 80+ 정지시 PSA 에서 고려된 운전모드별 사건빈도

사건빈도 잔열제거기능 원자로냉각재

발전소상태 상설 상실사고

운전모드 4 0.042 0.013

(정상충수운전)

운전모드 5 0.054 0.016

(정상충수운전)

운전모드 5 0.036 0.011

(부분충수운전，Mid-loop)

운전모드 6 0.032 0.009

(재장전 캐비티가 빈상태)

운전모드 6 0.036 0.011

(재장전 캐비티가 충수된상태)

합계 0.20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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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System 80+ 정지시 PSA 에서고려된 고려된 초기사건

t
냉각수 상실사건， 격납용기 L내부 LOCA inside Containment

냉각수 상실사건， 격납용기 외부 LOCA outside Containment

잔열제거능력의 상실 Loss of Decay Heat Removal

외부전원 상실 Loss of Off-Site Power

보론회석 Boron Dilution

표 3.5.5 System 80+ 정지시 PSA 에서 분석된 사건수목(10개)

ET 초기사건 운전모드 특이사항

LODHR Mode4

2 , LODHR Mode 5, 6 Refueline; Cavity Empty
、‘

Reduced Inventory3 LODHR Mode5

4 LODHR Mode6 Refueling Canal Floc쳐ed

5 LOCA Mode4 Pressure Above 500 psig

6 LOCA Mode 5, 6 IRWSTFull

7 LOCA outside Mode6

Containment
’8 LOCA inside Mode 6- Refueling Cavity Full

Containment

9 Loss of Off-Site Power

10 Criticality Ev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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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잔열제거기능 상실사고의 발생건수

발생연도 NSAC/52 AEOD Sub-Total BNL Total

1976-1981 1982-1983 1976-1983 1984·1986 1976-1986

사고유형

Spurious Isolation 23 20 43 21 64

Overdrainin~ 4 9 13 8 21

Inadequate Inventory 8 5 13 3 16 ’

LOCA 7 0 7 2 9

Spurious Containment 2 0 2 0 2

Spray

Others 42 11 53 12 65

Total 86 45 131 46 177

표 4.2.2 잔열져l 거기능 상실사고를일으키는초기사건의 발생빈도

Initiating Event 발생빈도 (Frequency)

A. Spurious Isolation of Suction Valves 3.58x10-5

B. Overdraininl!. 1.21xlι2

C. Inadequate Inventory 6.35xl0-5

D. LOCA 5.03xl0-6

E. Spurious Containment Spray 1. 12xl0-6

표 4.2.3 연도별 잔열제거기능 상실사고 운전경험

발생년도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Total

총사고발생수 3 3 21 13 25 21 18 27 15 13 18 177

운전충발전소 36 38 41 41 43 47 49 52 54 60 62 523

사고/발천소 0.08 0.08 0.51 0.32 0.38 0.45 0.37 0.32 0.28 0.22 0.29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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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
Operator

SG
Feed&

Boiling Off
Starts Bleed

Restores
Second

Heat
Using

Using SEQ.
RHR RHR Train

Removal
SIS. DP

cves PROB. CLASS

LDHRM4 OR OS1 SGHR SIFB2 BOC

3.53E-02 OK

6.37E-03 OK

1.49E-04 OK

5.39E-06 OK

2.04E-oS OK

2.27E에9 CD

그림 3.5.1 운전모드 4에서 잔열제거기능상설사고 사건수목

(System 80+ 정지 시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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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 상실감지 A

SCS 펌프B 재기동

SCS 유량조절밸브 조정 C

SCS 온도조절밸브조정 D

.001

.α)OS

.αlO 1 (‘α>(2)

.001 (.002)

(.001)

(.002)

그림 3.5.2 인간오류 정량화를위한 HRA 사건수목 (System 80+ 정지시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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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1 주요저출력/정지시 PSA 결과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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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1 저출력/정지시 PSA 수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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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부분 충수 운전시 잔열제거 기능 상실에 따른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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