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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목

l단계 PSA 전산체제 개선

n. 연구개발의 목적 빛 중요생

본 연구는 원전의 종합 안전생을 평가하는데 펼수적인 l단계 확률론적 안전생 평가기술

및 전산코드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종합 안전성평가 전산체체의 확립은 향후

늘어나는 원전의 안전생 평가에 있어서 자동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전생 평가엽부의

효융생을 증진시킬 뽑만 아니라 각 세부 분야의 분석기술의 개션을 가져다 준다. 한편

국내외에셔 중요한 안전생챙캠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지저출력 PSA 수행기술의 개발도 본

연구의 중요한목적중의 하나이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l단계 PSA 수행에 필요한 미개발된 분야에 대한 방법론 개밥， PSA 수행용 SIW

개발 PSA 수행의 효율생 증진을 위한 PSA자동화연구 등 크계 세분야로 구분된다.

올해는 정부주도 중장기과제의 1단계 3차년도로셔 다음과 같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먼저 PSA 방법론 개발분야에셔는 저출력/쟁지시에 PSA 방법론 개발의 일환으로 국내운전

및 고장이력으로 부터 국내표준 발전소운전상태 (POS) 및 발전소정지유형을 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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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능상실 벚 보론회석사고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부분충수(Mid-Loop)운전시

과배수 (Overdrain) 사건에 대한 PSA 분석방법을제시하였으며， 갤계개선 및 절차셔개션

대안에 대한정량적평가를시법적으로 수행하였다.

PSA 자동화연구로는 l단계 확률론적 안전생 평가 (PSA) 용 전산코드 KIRAP 을 pc

Windows 용으로 개발하였으며 PSA 정량화 방법론을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PSA기법의 안전규체 적용연구로셔는 미국 전력연구소 (EPRI) 와의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영광3 ，4호기 PSA 모텔을 전환하여 프로토타입 디sk monitor EOOS를 개발중에

있다.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건의사항

먼저， 1단계 PSA 방볍론개발분야에셔는현재 외국에셔 중요한 안전생 쟁점으로되어있는

저출력/갱지시 (Low Power I Shutdo뼈 PSA 방볍론 수렵을 위하여 국내 정지이력자료 및

갱지.기동 절하셔룰 수집분석하여 정지유형 발전소 운전상태 쟁지저출력시 사고유형

등을 분류하였다. 향후 수행될 국내 표준경수로에 대한 정지저출력시 냉각기능상설사고

유형 및 보론희석사고 종류도 분석하여 스펙트험을 째시하였다. 쟁지저출력시 PSA

수행기술 확립을 위하여 부분충수 운전중 과배수사건을 예제로 선쟁하여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개발， 열수력보조계산을통한생공기준 수립， 인간신뢰도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정지저출력시 발전소설계개선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장수목 보완 저출력/정지시 PSA

수행현황과 특생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적용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을

도출하였다. 설계개션 및 절차셔개선항목으로는 GL 88-17에셔 요구하는 두개의 독립된

수위지시계를 섣치하는 방안과 격납천울 살수계통을 정지냉각계동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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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하여 평가한결과 노심손상빈도감‘소 관점에셔 볼때절차셔r 개선이·더 효과적인

것으로평가되었다
.‘---

‘. • if. ‘’‘ J,' " , • ‘ ” “ ': '" ’ Z

두번째， -PSA 수행용 소프E왜어 개발분야에서는 1단계 PSA 수행용 전산코드 KIIb\P 의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편집기를- Windows 용으로 전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PSA 자동화연구 분야에’서는 I단계 PSA용 전산쿄드 KIRAP을 Windows용요로

전환하였다. PSA 자동화연구에서는 (1) 최소단갤군 고숙처리 알고리즘， (2) 논리적

루우프 (logical loop) 를 갖는 고장수목을 해석적으로 처리하는 기법， (3)‘복구조치 자동화

방볍 등을 개발하여 PSA 수행기술의 효율성을 증진사켰다.

III



뚫뀔 핏훨



SUMMARY

I. Title

Improvement ofLevel-l PSA Computer Code Package

II. Purpose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Level-l PSA technology and computer c때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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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잃fely assessment computer code package wIll give rise

to efficiency and improvement of detailed technologies through the automlzation of the increased

앓fely assessment for Nuclear Power Plants in the future.

ffi.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year is the third year of t;le Government-sponsored Mid- & Long-Term Nuclear Power

Technology Development Prl이ecl. The scope of this subpr，매ect titled on "The Improve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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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n the under-dev리oped fields such as risk assessment technology for plant

shutdown and low power situations, (2) Computer code package development for Level-l PSA,

(3) App1tcations of new technologies to reactor safel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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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earch Results and Recommendations ,

At first, in the area of shutdown risk assessment technology development, plant outage

C씩>eriences of domestic' plants' are reviewed and plant :operating states (POS) are decided. A

sample core damage frequency is estimated for overdrai띠ng event in RCS low water 'inventory

i.e. mid-loop operation. Human reliability an외ysis and theral hydraulic support an떠ysis are

identified to be most dominant in quantification. Two desIgn improvement alternatives are

evaluated using PSA technique for mid-loop opera디on situation: one is use of containment spray

system as backup of shutdown cooling 윈'stem and the other is installatIon of two independent

level indication system. Procedure change IS identified more preferable option to hardware

m때ification in the core damage frequency point of view

Next, Level-l PSA code KIRAP is converted to PC-Windows environment. For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performing PSA, the fast cutset generation algorithm and an analytical technique

for handling 10밍calloop in fault tree modeling a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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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절 개요

1. 정지저출력 PSA

1979년에 미국 TMI-2 발전소에셔 발생한 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경위를 이

보고셔에서 이미 예측하여 원자력 규제기관과 원전산엽체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방법론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발전소에의

적용도 야루어져 왔다. 이것은 원전의 안전생을 위험도 (risk)라는 척도로

정량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부수적인 효과로셔 기폰 원전이 가지고 있는

안전생 개념에 대한 많은 취약점을 도출하였다. 확률론적 안전성분석은 WASH-1400

발표어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생을 종합적오로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인허가 요건 만족， 최적셜계안 도출， 기술지침셔 완화， 신뢰도 중심 정비 벚 운전원

교육 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왔다.

최븐까지 확률론적 안전생 분석은 정지저출력시에는 노심내의 잔열이 낮고 운전원의

조치여유시간이 길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되어 왔으며 주로 전출력 운전 상태에 대해셔

야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정지저출력시의 위험도가 결쿄 전출력시에

버해 무시활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율 보여 주었다 프량스는 이머 표준화된 900 및 1300

MWe 발전소에 대한 PSA에셔 정지 및 저출력 운전상태에셔 확률론적 안전생평가결과률

1990년도에 발표하였다. 정지저출력서 노섬손상번도는 전출력시에 비교할때 30 - 50 %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재는 화재사건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생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셔는 NUREG-1150 후속연구로 Surry 및

P않ch Bottom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쨌C를 중심으로 BNL과 SNL에 의하여 2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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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1단계 연구에서는 연구수행범위 및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생격을 가졌으며 2단계 연구에셔는 1단계 연구에셔 가쟁취약한 운전상태인

저수위운전 (Mid-Loop)을 중심으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전출력에

비하여 무시활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따라셔 정지저출력운전상태에 대한

얀전큐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드러나고 었다.

국내에셔는 그동안 전출력운전에 대해서는 기반기술이 많아 정립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국표준형 경수로 첼계에 중요한 안전생평가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영광

3 ，4호기의 경우 확률론적 안전생평가방법에 의해 안전감압계통， 비상대쩨교류전원 등

안전셜비를 보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조급수계통에 대한 셜계개션도 이루어 졌다.

표준경수로셜계인 울진 3.4호기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생평가가 현재 한창 진행중에 었다.

윌생 2，3，4호기 발전소를 대상으로 카나다 Dalington 발전소 셜계시 이후 세계 두번째로

CANDU형 원전에 대한종합적인확률론적 안전생 평가가현재 진행중에 있다.

쟁지저출력시에 대한 확률흔적 안전생평가가 국내에셔 수행된 적은 없으며 영광

5.6호기에서 국내 최초로 특정발전소를 대상으로한 종합적인 안전생 평가가 수행될

계획이다. 영광 3,4 및 울진 3，4호기 쉽계과정에서는 미국 법규인 GL 88-17의 이행여부와

부분충수운전대버 셜계 적합생여부가 논의된바 있다. 현재 2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원전셜계에셔도 정지저출력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생평가를 수행키로 계획되어

었다.

따라셔 쟁지저출력시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생평가 방법론 수립이 국내외 환경을 볼때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작년에도 본과제에셔 국내외 안전생평가 사례， 법위， 각국의

주요평가결과및활용현황 규제동향등을정리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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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A 자동화연구

l단계 PSA수행을 위해셔는 먼저 발전소 계통 및 운전등의 자료를 묘으고 파악한 후，

필요한 신뢰도 자료를 확립한다. 그 다융 사건수목 구생과 고장수목 구성을 하고 각

계통 고장수복 및 각 사건수목 사고경위 정량화를 수행한 후 민감도 및 불확실생 분석을

수행하게된다.

PSA 수행은 대상 발전소의 설계 운전등을 상셰히 파악.모델링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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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에셔는 장기적으로 1단계 PSA어l 필요한 업무 및 자료를 전산화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현재 국내에셔는 1단계 PSA 수행에 사용되는 전산체계를 개발.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사건으로 인한 PSA는 표준원전 영광 3.4호기 울진 3.4호기등에 대한

PSA수행으로 PSA 수행능력을 어느 갱도 갖추고 있으나 PSA 수행에 있어셔 일부

방법은 수작엽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셔 장기적으로 PSA 모델， 신뢰도자료

처리의 전산화를 확립하고 PSA 수행기술을 자동화할 계획이다. 향후 PSA가 수행된 각

발전소에서 Living PSA가 가능하기 위해셔는 PSA 수행기술의 자동화가 펼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장에셔 발전소 설계변경이나 절차셔 운전이혁 등이 바뀔때마다

일일히 몇년씩 결니는 PSA 모멜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년간

쟁버일정수렵이나 기숨지침서 완화분석 동 발전소 안전계통배열이 바뀌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셔는 PSA모탤링 몇 분석이 자유자재로 수행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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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 절 금년도 연구수행 내용

금년도는 갱부주도 중장기 연구의 제 l단계 제3차년도에 해당한다. 금년도에 "}단계 PSA

전산체쩨 개선”과제에셔수행한연구내용은다읍과같다‘

(1) 정지저출력 PSA 방법론 개발분야

• 정지저출력 PSA 방법론고찰(정지유형 및 발전소 운전상태 분류)

부분충수(mid-loop)운전중 과배수사건(overdraining event)에 대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 잔열체거기능장설 사고시나리오분석

• 보론회적사고 분석현혐 조사

(2) 1단계 PSA 수행용 소프트꿰어 개발분야

• Windows용 사건수목 및 묘장수목 편집기 (KIRAP-WIN ETIIT E따to디

개발

• 영광 3，4호기에 대한 프로토타엽 원전 위험도 감시기 EOOS 개발

(3) PSA 자동화 연구 분야

• 논리적회로에 대한 해석적 분석기법 개발 (Analytical Solutions to Logic띠

L∞p)

• 규칙기반의 복구조치 분석기법 개발 (R띠e-B싫edit없Ivery Analysis)

• 고속 최소단절군 생생 알고리즘 개발 (Fast Cutset Gener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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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지져출력 PSA'

가. 정지져출력 PSA 방법론 수립

먼저， 1단계 PSA 방법론개발 분야에셔는 현재 외국에셔 중요한 안전생 쟁점으로 되어있는

쟁지저출력 PSA 방법론 수립을 위하여 국내 청지이력자료 및 정지.기동 절차셔를

수·집분석하여 정지유형， 발전소 운전상태， 쟁지저출력시 사고유형 동을 분류하였다.

영광 3，4효기를 창조발전소로 션정하여 정지저출력시 냉각기능장설사고 및 보론회석사고

유혐을 분석하여 향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할 사고유형 및 해당 POS 스펙트렴을

제시하였다. 쟁지처출력시 PSA 수행기술 확립을 위하여 부분충수 운전중 과배수사건을

예제로 선정하여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개발， 열수력보조계산을 통한 생공기준 수립，

인간신뢰도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쟁지저출력시 발전소셜계개선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장수목 보완， 정지저출력 PSA 수행현황과 특생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적용시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부분들을 도출하였다

나. 과배수사건애 대한 PSA

금년도에는 원자로 냉각재계통 배수중 발생할 수 있는 정지냉각 상실사고 유형중의

하나인 과배수사건을 션쟁하여 확률론적 안전생분석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정지저출력

확률론적 안전생분석 수행애셔 고려하여야 할 여러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이번

분석에셔는 영광 3 .4효기를 대상발전소로 션쟁하여 과배수사건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생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영광 3 .4호기는 건절이 완료되어 3호기는 상엽운전을

개시하였으며， 4호기는 시험운전 중에 있어 연차보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광 1, 2호기

등의 겸험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버록 발전소의 유형은 다르지만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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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에 대한 보수는 유사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운전 절차셔 등은 이용 가능한 영광 3,

4호기의 자료도 사용하였다.

다. 보론희석사고분석현황조사

보론희석연구의 최종목표는 여타 PSA 연구 목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셜계에 대해

발쟁가능한 모든 사고를 추론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통설계 및 운전에 반영하여

예측된 사고를 사전예 방지함으로써궁극적으로원자력발전소의 안전생을향장시키는 데

었다.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생해가는 초보적인 단계로셔 당해년도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를수행하였다.

• 발전소 쟁지 및 저출력 상태에셔 일반적으로 발생활 수 있는 보론희석 사고의 종류

및시나리오파악

• 외국의 연구결과 및 운전경험으로부터 갱지저출력시 보론회석 사고종류별

발생빈도 및 결과의 심각생 파악

• 향후 깊이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정지저출력시 보론회석사고의 종류 결정

먼저 발생가능한 보론희석사고의 종류 및 시나리오를 외국의 사례와 운전경험으로부터

도출하여 작생하였고 각 사고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고별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쟁지저출력시 보론회석사고의 종류에

대해셔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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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SA 자동화 연구

PSA 의수행은크게모댈령과정량화과정으로이루어진다. PSA 모탤링은상당한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PSA 쟁량화는 PSA 모탤링에 비해셔는 적은 인력이 소요되냐 PSA

모탤의 변경이나 민감도 계산 등으로 인해 많은 반북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셔 PSA

모델링 도구의 개선 및 PSA 정량화 방법 개선은 PSA 의 수행에 있어셔 주요한사항이다.

PSA 쟁량화 방법 개션에 있어셔는 다읍과 같이 세가지 연구가 수행되었다.

• 최소단절군 계산 방볍론 개션 Bottom-up 전개 방법을 개선하고 Shannon

D없mposition 을 웅용한 고장수목 단순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Cut

set generator 인 KIRAP-CUT 을 개션

• R띠e-bas빼 recovery 방법론 개발 :R띠e-based rl없very 에 의한 화복조치 분석 자동화

방안 개발 및 전산쿄드 개발

• Logical loop 를 가진 고장수복 분석 방법론 개발 : Logical loop 를 가진 고장수목의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iteration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함.

전산쿄드 개발은 추후 연구과제에셔 수행할 예정

PSA 모댈링을 위한 프로그램 개션에셔는 다읍과 같은 작엽이 수행되었다.

• Fa띠t Tr풍 Edit01 개발 : Windows 환경에셔 작동하는 Fa띠t Tree Editor 개발

• Event Treξ Editor 개발 : Windows 환경에셔 작동하는 Event Tree Editor 개발. Event

Tree Editor 는 ? 단계 PSA 수행기술 개발” 과제와 공동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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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R&R 국제 공동연구에셔는다읍과같은 업무가수행되었다.

• R&R 을 통한 PSA 웅용 방법론 개발현황 및 주요 issue 에 대한 정보 획득

• 갤삭값 (cutoff) 에 의해 삭제된 최소단켈군 도출 방법론 개밥

• 최소단절군계산방법론개발및전산쿄드개션

• R&R의 페OS 률 이용한 영광 3，4호기용 prototype risk monitor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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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정지저출력 PSA방법론 수립

제 l 절 정지유형 분류

1. 정지져출력 안전생 판점에서의 정지유형분류

갱지저출력 얀전생평가에셔는 발전소의 안전생에 영향을 마치는 발전소운전변수 변화의

관점에셔 정지유형을 분류하여야 한다. 정지저출력시 발전소 안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변수로는 출력수준 혹은 잔열수준을 위시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재고량， 즉 수위가

안전생평가에 가장 대표적인 운전변수가 되며 그 다융으로는 l차측 압력과 온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1년 혹은 18개월주기로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한 연차계획쟁지외에도

발전소 불시쟁지 혹은 간이계획갱지시에 l차측 수위를 낮추어서 (즉 부훈충수운전)

발전소를 쟁비해야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다. Rep 썰을 수리 혹은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바로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캠지저출력 얀전생평가관캠에셔는 정자유혐을 다읍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1)

•.헥연료 교체를 위한 정기계획갱지 (refueling outage)

• 간이갱비중 l차측 수위를 낮추어야 하는 배수쟁지 (따ained maintenance outage)

• 간이정비중 I차측 수위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버배수 정지 (non-drained maintenance

outage)

국내의 지금까지의 운전경험을 잘펴보면 불시청지로 정비하게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비배수캠지에 해당하며 1차측수위를 낯추어야하는 배수갱지는 단 I번 있었다.

‘

호기 년도 시작 종료 기간 정비내용

고리2 89 89.9.12 89.9.18 6일 RCP-A Seal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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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교체톨위힌
‘

연쳐계획정지

계획정지 (Refueling Outage)

정지유형

(Outage TYJ훌s)

배수정지

(DraIned Marntenance
。utage)

정비톨위한

흩력운전종의 ζtol짚찌

비배수정지

(Non-Drained Maintenance
。띠age)

그림 2-1. 발전소 쟁지유형 분류

2. 쟁비형태 분류

원자력발전소의 갱비형태는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한 연차계획예방정비와 출력운전중

정비로크게 구분할수 있다. 연차계획예방정비논 쟁벼작엽의 섬도 및 종류에따라가급，

나급‘ 다급 연차계획예방정비로 나윈다. 출력운전중에 수행되는 비계획예방청바는

발전소 불시정지시애 수행되는 정버와 미리.정비계획을 세워 수행하는 간이계획쟁지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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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력운전중쟁비등으로 나눈다. 여기서 출력운전중 쟁바란 종전에는 연차계획

정지기간중 수행하던 주로 안전계동에 대한 갱버항목들을 출력운전 기간동안 수행하는

컷을 말한다. 출력운전줌정비를 강화하므로써 연차계획 예방정비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융은말할나위가없을것이다.

각 정벼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셔는 사전에 정벼계획， 준벼， 관리， 수행감시， 보고，

평가 및 경험반영 등에 관련된 지침을 준버한다. 표준갱버분류와 이에따른

갱비기간은 핵연료교체주기와 핵연료기간에 따라 다플 뽑만아니라 기기공급자의

요구사함， 운전 몇 . 정비시행특생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크게

600MWe와 900MWe급 두개 용량으로 분류되는데 이틀 각각 발전소에 대한 표준
’ ‘

계획예방쟁버공쟁여 성정되었는데 이중 국내원전의 대표적인 노혐인 900MWe급

가압경수로에 대한 연자계획예방정비의 종류와 표준공기는 다읍과 같다

二닙1 정비내용 표준공가 주기

“가”릎 쟁상핵연료교체 42 -45 일 l 년 (1 8개윌)

“냐”급 정상핵연료교체 + ILRT 또는 52 -55 일 5 년

장부 원자로용기의 lSI

“다”곱 정상핵연료교체 + S8 -61 일 10 년

하부원자로용기의 lSI +

수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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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서정지

(Unplanned
。utage)

비년차겨|휩정비

- (Maintenance at 간미계횟정지

Non-Refueling (Planned Outage)
。utage)

출력운전줄정비

(On-Line
Maintenance)

훤자력밟전소

정비

가급

(Category A)

계휠예방정비 나급
L-- (Maint~nanceat (Category B)

Refueling Outage)

다급‘
(Category C)

그렴 2-2. 원자력발전소 쟁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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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단기 계확혜방정비의 준비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본적으로 40'건주기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소

수명기간내에 정비해야할 주요기가 및 밸브에 대한 목록과 시가 등을 션정한다

차후에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간격으로 수정보완한다. 그러고 3년주기악 단기 계획은

핵연료교체시점의 정비 및 시험목록 등을 자셰히 검토하여 수렵한다. 또한 선행주기

핵연료교체경햄은 다음주기 핵연료교체경혐의 표준이 되어왔다. 계획예방정비를

착수하기 9개월전에 공사얼청 주요작엽내용 예상주공챙표 자재조달일정 몇

별도계약등을 계획하며 그후 5-6회의 계획예방정비 준비공캠회의를 통해 이를 검토한

후에 최소한 4개월이전에는 중요한 준비사항을 마무려 짓토록한다.

매 5년 또는 10년마다 수행해야하는 격납용기의 누출시험 (ILRT), ASME

얀전등급성비의 잠시시험 맺 쟁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되는 작엽내용에

따라 6， 8， 13 일의 추가공기가 필요하다. 발전소운전이력 기준으로 볼 때， 원자력발전소

샌。τ 개시한 이후 매 10년마다 대대적인 정비작업 (gland overhaul) 을 수행하는데

이때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셜비와 부품들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정비한다

1993 1건이후에는 핵연료주기가 18개월동안 연소하는 장주기핵연료로 바뀐이후

계획예방정비기간은 재검토되어 개정되었다.

4. 계확예방정버공기분석

계획예방정비공기는 완자력발전소 운전이력여 정과함에따라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이다. 1978년도에 최초로 고리 1호기가 장엽운전에 들어간 이래 계획예방청져

공기는 약 80얼에셔 최근에는 약45엘까지 줄어들었다. 표 2-1에 국내에서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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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기계획정지 및 배수정바 이력을 정려하였다. 이 표에셔는 정기계확정지에 소요된

공기 뽑만 아니라 전.후기 부분충수운전 시작열차와 지속일수 등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은 고리1.2호기의 상엽운전시작부터 1993까지 국내 가압겸수로행 각

발전소에셔 소요된 계획예방정지공기를 보여주고있다‘ 고리 l호기는 꿔l스팅하우스

2루프 발전소 (600MWe) 이며‘ 국내에셔 가장 오래된 발전소로셔 상대적으로 긴 공기를

갖었다. 이컷은 고리 1호기가 운전될 당시에 국내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전 및 관련기술이

미비된 상태에서 많은 시행작오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리2호기는

고라 I호기와 같은 형태로서 가장 좋은 생능을 유지하였다.

1988년은 고리 I호기가 장엽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10년째가 경과함에 따라 국내에셔

최초로 178엘의 대대적인 예방정비공기를 갖었다 이때 증기발생기의 많은 부분을

관막읍 (plugging)하는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제어회로지판 (control 대rd)등을 쿄체하였다.

그림 2-4는 국내의 900MWe‘ 3루프 밥전소의 상협운전시작부터 1993년까지 수행했던

계획예방정비의 기간을 나타내고있다. 또한 이계획예방정비의 공정기간을 년도별로

구분해셔 조사하면 1986년부터 1989년까지는 70 -80얼 이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50 -70엘 이고 최근에는 45 - 50열이다. 최근에는 각 발전소가 과거

계획예방챔버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표준계획예방정버공쟁을 셜갱하여

계획예방쟁비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18-



표 2-1. 국내 정가계획쟁지 이력

지속 전기 부분충수운전 후기부분충수운전

차수 시작엘 종료열 일수 사작일차 기간 시작일차 기간

코리 1 호기

l차 78.10.24 79 1.2 70

2차 79.10.27 80 1.2 76

3차 81.1.30 81.5.10 mω

4차 82 .4.17 82.6.29 74

5차 83 .4.7 83.6.4 58

6차 84.7.8 84.10 5 89

7차 85.8.14 85.1 1. 1 79

8차 86 1O.11 86.12.15 65

9차 88. 1. 15 887.11 178

10차 89.3.28 89.7 .1 2 106

II 7..t 90.10.19 91.1. 14 87

12차 91. 1231 92.3.13 72 3 55 45 7

13차 93.5. 1. 937.7. 68 3.5 6.5 43 7.8

고리 2 호기

I차 84.5.25 841.18 55

2차 85612 85.8.8 57

3차 86.8.22 86.10 7 46

4차 87.8.18 87.10.15 59

5차 88.10.30 89. 1.2 64

6차 90.1.26 90.3.24 58

7차 91.4.14 91.6.4 52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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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 정기계획정지 이력 (계속)

지속 전기부분 충수운전 ~시키~’τH 충수운전

차수 시작일 종료일 일수 시작열차 기간 시작열차 기간

고리 3 호기

I ji.~ 86. 7 5 86. 9.22 78 43 19

2차 87 10 3 87.12 10 69

3차 88.10 9 88.1221 74 4 7 55

4차 89.11 3 90. 1. 6 65

5쳐 90.12.8 91. 2 11 65

6차 91. 12.15 92. 2.18 64 6 7 15 13

7차 92 1221 93 2.8 50 6 38

8차 94310 945 .1 8 70 5 6 48 6

고려 4 호기

l차 87.3.1 87.5.14 75 5 8 59 4

2차 8858 88.7.16 69 6 3?

3차 89.5.29 89 8 4 67

4차 90.5.13 90.7.16 64

5차 91.4.2 91. 6.8 68

6차 924.26 92.8.25 62 5 6 16 14

명팡 I 호기

l치 87.7.8 87.95 70

2차 88.7.31 88 .10 17 79

3차 89.8.20. 89.10.25 67 4 6 49 5

4차 90.8.16 90.10.6 52

5차 91.8.18 91 ‘ 10.13 57

6차 92.8.20 90.10.7 49 3.42 5.1 29 7.6

7차 93.1 1.5 93.12.23 49 3.46 3.4 2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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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국내 쟁기계획쟁지 이력 (계속)

지속 전기부분 충수운전 후기부분 충수운전

차수 시작일 종료일 일수 시작열차 기깐 시작일차 기간

영광 z 호기

1차 88.3.13 88.5.21 70

2차 89.3.24 89.6 .1 0 79

3차 90.3.25 90.6 .1 2 85

4차 91.2.24 91.4.19 55

5차 92.3.14 92.5.15 63

6차 93.3.10 93.426 48 3.6 6 30 7.3

7하 94.5 .10 94.6.23 45 3.9 3 28 6.5

울진 1 호기

l차 89.10.15 90.1.20 97 5 4 54 3

2차 90.1 1. 18 91. 1 26 70 5 5 55 2

3차 92.2.22 92 416 55 5 2 39 4

4화 93.2.11 93.3.28 46 5 4 30 4

울진 z 호기

l차 90.9.15 90.1 1.26 74 6 5 55 3

2차 91. 10.1 8 91 12.5 48

3차 92.1 1. 1 92.12 16 46 5 4.5 31 4.5

4차 93.10.7 93.1 1. 19 44 5 4 32 3

-21-



18)

100

14:>

100

다”ε

80

60

m

o
78 79 80 81 82 83 84 85 B6

Yea-
87 88 89 90 m 92

|후헐~ I

93

그럼 2-3. 계획예방정비 기간 (600 MWe)

-22-



1993199219911990
Year

198919881987

50

40
1986

90

100

80

~'"l/젠γ간 \‘\
:‘

ilk」 1 ‘ iii’i “
-• Kort 3

Day.; 70 t ..~-…·←、활."，r.:.… ..•팍활」;;“'-~표‘…… --kt·Jit· 」·1:--- r?j ,. ’”‘?-“~."‘”‘]“‘1 I~~ori 4
-• Yonggwang
-‘-Yonggwang
‘ -Ulchin 1

60 ~ ‘ “‘ - · “
I~Ulchln 2

그림 2-4. 계획예방정비 기간 (900 MWe)

-;23-



제2절 발전소 운전상태 (P08) 분류

1. 국내 계획예방정지 공정분석

원자력발전소의 예방정비갱비의 특생변수를 분석함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원자로냉각재계통 계통구성의 변화는 배수， 배기， 다양한

안전계통의 감셔시험 및 정비. 정버관련 인적요소 그라고 정버형태 등에 의해셔

발쟁한다. 계획예방정지는 원자로의 정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수‘ Mid-loop운전，

핵연료재장전， 원자로냉각재계통충수 및 배기‘ 원자로의 기동단계로 전개된다.

그림 2-5는 900MWe급 웨스팅하우스형 가압경수로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시된

계획예방정비의 평균 열쟁을 나타낸다. 그동안 다양한 정버기술 및 공정관리의

개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이러한 개션사항중 핵연료재장전기술 및

배기기술의 개션은 갱지정비기간을 갑소시켰다. 또한 계획예방갱비중 정바장비와

물자의 준비 빛 예방쟁비가 또한 정비공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Rep의 쟁비， 여러

원자로냉각재계통 안전계통의 펌프및 밸브의 감시시험 및 정버 그리고 증기발생기의

와류탑장시험동은 원자로냉각재계통수위를 고온관중간까지 낮추어야한다 (mid

loop운전).

2. POS 분류

영광 3.4 호기 거숨지침셔에는 원자로 염계， 출력， 온도 및 압력을 고려하여 분류된

여셋개의 운전모드로 나누었다 (표 2-2). 이 여섯개의 운전모드풍 모드6 (refueling) 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재장전기간에는 다양한 발전소쟁비활동을 위한

여러가지 복잡한 발전소 계통배열 (plant co따igration)을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계통배열에 따라 저온/정지중에 냉각기능을 상설할 경우 셔로다른 사고경위를 보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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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복구를 위한 생공기준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발전소 저온/정지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셔는 저온/정지중에 발전소

계.통배열에 따라 특쟁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일한 성공기준윷 적용 할 수있는

몇개의 발전소계통배열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시간이나 인력면에셔 유리하다.

따라셔 이 장에셔는 대상 발전소언 영광 3,4 호거의 핵연료재장전을 위한 져온/정지중에

다양한 발전소 운전특생 (냉각수 수위， 온도. 배기구， 원자로헤드 위치‘ 핵연료

장전여부등)과 중요계통의 쟁비를 고려하여 여러가지 운전형태를 8재의 pas (flant

Qperating States) 로 나누어 채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분류된 pas에서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생가능한 냉각기능상심사견을 표 2-3에 나열하였다.

대상 발전소인 영광 3.4호기의 POS를 분류하기 위하여 핵연료 재장전 거간중에

원자로냉각수계통의 수위 옹도 압력변화 및 중요계통들의 쟁기점검과 쟁비동을

캠토하여 그렴 2-5에 중요변수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그렴에 기술된 원자로정지후

경과시간은 영광 3,4 호거의 부분충수 운천아력이 없으므로 영광 2호기 6，7차 (‘93, ‘94) 몇

영광 l호기 7차 (‘93) 핵연료 채장전기간의 이력을 산술평균을 이용하여 각 POS에 소요된

운전경과시간을 계산하였다. 이 그림의 하단에 표시된 계통의 트레언별 정비현황은 영광

1 ，2호기 맺 고리3，4호기의 핵연료 재장전 및 쟁기점검 쟁비공사공갱표를 검토하고 영광

3,4 호기에셔 동열한 기능을 가진 계통을 최종안전생 분석보고셔 16장 기술지침셔의

운전제한조건을 중심으로 계롱을 분류 배열하였다. 원자로냉각재 쳐l용의 수위， 온도 및

압력변화는 영광 3.4 호기의 운전갤차서를 검토하고 기존의 국내발전소 자료를 창고하여

가쟁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요변수를 중심으로 POS를 아래와 같이 분류 하여 각 POS별로

중요변수와 운전특정을 기술하였으며 영광3.4호기 발전소 정지 및 기동절차를 요약하여

첨부하였다. 다융은 계획예방정비의 각 과쟁을 단계벌로 구분하여 평균소요시간과

작엽내용을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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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탄계는 계통병해가 시작된 시점에서 원자로계동이 냉각되어 가합기만수시

까지로셔 평균 68시간이 소요되었다. 초기단계에는 탈기를 시작하며 원자로내의

보론농도를 증가시키며， 가압기 만수후에는 H202를 주입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갱버작엽을 위하여 수위감시절비를 갤치하고 질소충진장벼를 셜치한다.

(2) 2단계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배수시부터 배수완료시까지로셔 평균적으로 18시간이

소요된다. 이때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배수와 동시에 붕산놓도조절을 설시한다.

이단계에셔 수행되는 배수과쟁에서 원자로냉각재계동이 과배수되는 과도상태가

발생하여 잔열제거펌프의 공동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잔열제거기능을 상실하기

쉬우므로 특별한 주의가 펼요하다.

(3) 3단계는 배수완료시부터 원자로헤드의 인양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충수시까지로셔

평균적으로 97시간이 소요된다. 이때에는 증기발생기 1'-t계통의 맨훼이개방 원자로

장부지지대제거， 원자로헤드볼트의 이완제거. 증기발생기 노즐댐철쳐， 원자로

빌봉링셜치 등을 수행한다.

(4) 4단계는 원자로헤드 언양후 원자로냉각재계통충수완료시부터 핵연료의 인출시

까지로셔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4시간이다， 이때에는 증기발생기

노즐댐의 셜치작엽을 완료후에 냉각수를 원자로캐버티상단까지 충수하고

제어용구동장치를 분리하며 최종적으로 핵연료재장전장비에 대한 사천점검 등을

수행한다.

(5) 5단계는 핵연료인출셔부터 연료인출완료 몇 배수까지로서 평균적으로 88시간이

소요된다. 이때는 증기발생기 와류탐상시험‘ 비장디첼발전기의 한개 트레인점검，

필수얀전계동의 한개 트레인점검， 터빈부속셜비의 분해점검 둥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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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단계는 핵연료인출후 원자로냉각재계동 배수완료시부터 원자로냉각재계통

충수까지로셔 평균적으로 211시간이 소요된다. 이때애는 배수가 완료된 상태로셔

핵연료검사， 원자로냉각재계동의 밸브검사 그리고 Rep 밀봉쟁벼작엽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계통의 한쪽 트레인에 대한 쟁벼를 거의 마무리하게 된다.

(7) 7단계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충수및 핵연료재장션， 원자로냉각재계통 배수까지로셔

평균적으로 143시간이 소요된다. 이때에는 충수후에 핵연료를 재장전할뿔만 아니라

원자로 상부 내량부폼을 셜치하며 후기 mid-loop운천을 위한 준바를 한다.

(8) 8단계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배수완료시부터 원자로임계 도달시점까지로서 평균

337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때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배수및 노즐댐제거， 안전계동

나머지 한쪽 트레인에 대한 정바완료 및 기타 대부분의 정버작엽을 완료하며

원자로의 재기동을 위한 준벼작엽을 수행한다. 특히 후기 mid-loop운전이 진행되어

Rep멜봉에 대한 정버작엽 등 배수를 요구하는 잔여 정비작엽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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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영광3 ，4효기 기술지첨셔에셔 쟁의한발천소운전모드

Reactivity % of Rated Cold Leg Temperature
Condition Thermal Power
(Keft)

1. Power Operation ~0.99 >5% ~350°F(1 77°C )

2. Startup ~ 0.99 ~ 5% ~350°F(177°C )

3. Hot Standby <0.99 0 ~350°F(1 77°C )

4. Hot Shutdown <0.99 0 3500 F (1 77 0 C ) > Tcold >

210°F(99°C)

5. C이d Shutdown <0.99 0 ~ 2 1Oo F(99°C)

6. Refueling ~ 0.95 0 ~ 135°F(57°C )

표 2-3. 발전소 POS에셔 발생가능한 냉각기능상실 사고유형

IE POS 1 POS2 POS3 PQS4 POSS POS6 POS7 pass

LOCA X X X X X X X

Over
OE X X

Drainine

LDRHR X OE DE X X X X

LOOP X OE X X X x X

OE: 국내외에셔사고 설제 발쟁 X: 사고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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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발천소운전장태 분류

운전변수 수행작엽

가) POS I • 원자로냉각재옹도는 60°C이상 • 발전소냉각운전
(계통병해~

• 원자로 냉각재 압력 대기압이상 • 원자로냉각수계동내배수시작)
탈기운전

• 원자로 냉각재수위는 만수위

• 원자로냉각재계동의 배기구는
• 정지냉각을위한보론주입

없음 • 계통내 용폰산소 조쟁을

위한 "2°2 주엽

• 수위감시절버 및
철소주엽절버셜치

나)POS2 • 원자로 냉각재 온도는 60°C • 원자로 냉각재배수운전
(배수시작 - Nozzle

• 원자로 냉각재 압력 대기압 • Mid-Loop OperationDam셜 차전 까지의

부분충수운전) • 원자로 냉각재수위는 부분충수
운전수위

• 원차로냉각재계통의 배기구는

없용

다)POS 3 • 원자로 냉각재 온도는 60°C이하 • 증기발쟁기 I차측 Manway

(Nozzle Dam • 원자로 냉각재 압력 대기압
개방

설치후~원자로
• 원자로 냉각재수위는 부분충수

• 증기발생기 Nozzle Dam
Cavity 충수) 셜치

운전수위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기구는
• Reactor Seal Ring셜 치

증기발생기 몇 가압기 M없lway • 원자로상부 지지대제거

• 원자로 헤드볼E 이완 및
제거

• eROS Unlatch

• ~뼈”리때·검 M빼hine
사전접

라)POS 4 • 원자로 냉각재 온도는 60°C이하 • 연료인출
(연료인출시작~

• 원자로 냉각재 압력 대기압
연료인출완료및

배수) • 원자로 냉각재수위는 재장전

수위

• 원자로헤드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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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발전소운전상태 분류 (계속)

운전변수 수행작업

마-) POS 5 • 원자로 냉각재 온도는 60°C이하 • ESF A계열 시험
(연료인출완료및

• 원자로 냉각재 압력 대겨압 • 핵연료검사
배수 .... Cavity
재충수) • 원자로 냉각재수위는 재장전 • 각종Vlave 작엽

수위
• RCP Seal 쟁비

• 원자로헤드제거
• SIG ECT

• 핵연료는 기사용 핵연료저장조

l:JhpOS6 • 원자로 냉각재 온도는 60°C이하 ·‘ 연료장전
(충수~배수) • 원자로 냉각재 압력 대기압 • 원자로 Upper Internal

• 원자로냉각재수위는재장전
안작

수위 • 배수

’. 원자로헤 E 셜치

AhpOS7 • 원자로냉각재온도는 60°C이하 • 2차 Mid-Loop운전

(배수~임계) • 원자로 냉각재 암력 대기압 • Nozzle Dam제거

• 3차부분충수운전 • 증기발생기 Manway
폐쇠

• 충수

• ESF B계열 시험

• 충수완료， 배기시작&
임겨l

아) POS 8 • 원자로 냉각재 온도는 60 。이상 • RCS Leak Test

(임계~계통병엽) • 원차로 냉각재 압력 대기압이상 • 격납용기 누셜시협

• 원자로 냉각재수위는 만수위 • 발전소기동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기구는 • 계통병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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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예방정비중에 발생한 사건분석

국내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잔열제거 기능상설사건은 총 5회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호기별로는 고리2호기에서 1회， 고리 3, 4 호기에셔 각각 2회씩

발생하였던 젓으로 나타났다 (표 2-5 참조) 특히 고리 3.4 호거의 경우에는 같은 해인

1989년도에 각 발전소에서 동일 정기계획정비기간중에 연속하여 2회씩의 냉각기능

상실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회의 냉각기능상실사건 발생이력중 mid

loop운전시 발생한 사건이 3회 ( 전기Mid-loop시 l회. 후기 Mid-loop시 2회) 였으며，

mid-loop이 아닌 운전상태에셔 2회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1) 1984.6 1 고리2호기에셔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전기 mid-loop운전언

3단계운전중에 발생한 사건으로셔 핵연료재장전저장탱크 (RWST) 의 수위지시계

교쟁작업중 격납용기재순환 배수조격리밸브의 자동열렴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R es) 의 냉각재상실사태 (LOCA)를 초래하였다.

(2) 1989.12.12 고리3호기에셔 발생한 사건은 후기 mid-loop운전중언 8단계운전중에

잔열제거펌프 출구유량 제어용밸브전원의 셜계결함으로 원자로냉각재계롱의

과배수사태를 초래하였다

(3) 1989.12.12 고라3호기에셔 동일 연차정버기간중 연속하여 발쟁한 사건의 경우， 후기

mid-loop 운전후 원자로냉각재계동 충수과정 즉 9단계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잔열제거펌프의 전원절체시에 발생한 오동작신호가 홉입밸브의 폐쇄시켜 결국

잔열제거기능상심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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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9.6.20 고리4호기의 경우도 핵연료인출과정인 5단계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로셔

잔열제거펌프의 홉입밸브교쟁중 . Bistable동작으로 인하여 흡입밸브의 떼쇄가 발생하여

잔열제거기능상실을 초래하였다.

(5) 1989.7.17 고리4호기에셔 동일 연차정비기간중 연속하여 발생한 사건의 경우도 후기

mid-loop운전인 8단계운전중에 원자로헤드를 재결합하고 노즐햄을 제거하려고 하는

줌 타이곤호수 ‘ 중칸부위에 Air Pocket이 존재하여 수위지시계가 원자로냉각재계통

수위를 1 inch이상 실제보다 높게 지시하여 원자로냉각재계동의 과배수λ}태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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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내에셔 발생한 계획예방쟁비중 잔열제거기능상실 관련 사고사혜

# 호기 발생일자 사건발생시점 사건유형 사건원인

고리 2호기 1984.6.1 전가 mid-loop 냉각재상실 RWST 수위지시계 교쟁작업중

운전중 오동작신호발생

2 고리3호기 1989 12.12 후기 mid-loop 과배수사건 RHR펌프 출구유량 제어용밸브

운천중 전원의 켈계결함

3 “ 198912.17 후기 mid-loop 잔열제거 전원절쳐l시 오동작신호

운전후 RCS 기능마비 발생으로 RHR 흡입멜닙 펴I쇄

충수과정

4 고리4호기 1989.6.20 핵연료인출중 잔열제거 RHR흡엽밸브 쿄쟁중 Bistable

기능마벼 작동으로 RHR 홉입밸브 혜쇄

5 “ 1989.7.17 후기 mId-loop 과배수사건 RCS 수위지시계의 오지시

운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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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영광3，4호기 정지 및 기동절차

I. 계통병해 빛 배수

영광 3‘ 4 호기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해셔는 수동으로 조절봉을 노섬에 삽입하고 화학 및

체적체어(eVCs)계동을 이용하여 붕잔을 청가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킨후， 증기발생기와

증기우회밸브(Condenser 및 대기)를 통하여 l차로 냉각올 시킨후 다셔 쟁지냉각계통을

이용하여 저온쟁지 상태로 냉각을 시킨다 원자로 냉각재 압력은 가압기 전열기를

비여자시키고 분무밸브를 조첼하여 감소시킨다. 원자로 냉각재펌프는 열천달 유로의

온도를 일쟁하게 유지하고 가압기 분무를 의한 수두를 제공하도록 필요시 운전한다.

냉각율은 가열과 냉각곡션에 명시된 값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냉각운전동만 원자로 냉각재 계통운전 압력 및 가압기 용도는 10분마다 감시해야 한다.

갱지냉각계몽혐프의 기계적인 밀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 계동온도가

148.8 °C (300 OF)이상에셔는 정지냉각계통의 운전을 제한하여야 한다. 냉각운전동안

복수저장탱크의 수위는 계속감시되어야 하며 가압기의 붕소농도를 매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 핑프 밀봉 주엽수와 기기 냉각수는 최소한 원자로

냉각재 온도와 압력이 각각 65.5°C (1 50 OF)와 10 5kglcm2(1 50psig) 며만으로 될때까지

공급되어야 한다. 수위가 변동되는 동안에는 함상 임시 재장전 수위지시계와 주제어실

사이의 통신이 가능해야 한며 수위변화 (가압기 수위， 임시 재장전 수위 및 원자로용기

수위 감시계통}와 저장탱크떠UT) 또는 재장전수 탱크(RWT)간의 체적증감을 감시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은 원자로 해드를 열기전에 원자로냉각재 기체 배기계통(RCGVS)을

통하여 배기되어야 한다 정지냉각계통펌표 홉입원이 채장전수탱크가 아닐때 어떠한

압력조건에셔도 냉각수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고압안전주엽혐프 홉입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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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전수탱크로 배열되어 있고 펌프가 운전 가능해야 한다. 가압기 냉각융은 최대 III。

ClHr (200 °FlHr)로 제한 한다. 기술 자침서 16.3.4.8.3 에 따라 냉각운전중에 원자로

냉각재계통 저온관 온도가 116°C (240 OOF)이하가 되면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과압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정지냉각계통의 홉엽배관 저옹과압보호밸브 (LTOP)가 정장 운전조건으로

배열되어 있어야한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내 붕산농도의 변화시는 최소한한대의 냉각재

펌프와 가압기 살수가 운전 가능해야 하며‘ 가압기 붕산농도를 낮추기 위해셔는

보조전열기를 켜서 살수가 작동하게 하므로써 가압기의 붕산농도가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평형올 이루도록 해야한다

원자로 냉각재를 배수하기 천 원자로냉각재 배기계통의 배기 밸브틀을 개방하여

진공형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핵연료채장전수탱크나 저장탱크의 체척변화에 대한

가압겨 수위지시기‘ 재장전수 수위지시기， 원자로용기 수위감시계통의 수위지시치 차이를

자주 비교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외 과도한 부압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배수율은 151 LPM (40 GPM) 여하 이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배수운전중

배기유로를 확보하고 동시에 2개 유로이상으로 배수를 금지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진공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계통 수위지시치가 실제값을 나타내지 못하게 띔).

원자로냉각재계통의진공발생시쟁압이 회복될 때까지 배수를금지하여야한다.

원자로 냉각재 배수시 정지냉각계통의 홉엽구측 와류현상과 공기유입에 의한

수위오지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계통수위는 103FT 2 INCH 이상에셔

유지하여 정지냉각(SCS)펌프 운전중 흡입장섣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원자로냉각재

배관 중심 수위 : 103 FI‘ 4 INCH). 현장수위껴l의 수위나 저앙안천주입펌프의 압력. 유량，

전류부하계가 진동할 경우에는 저압안전주입펌프흡입구로 공기유엽이 예상되므로， 즉서

배수를 정지하고 펌프를 정지 한다. 냉각재배수 진행중에는 체적제어탱크 수위 몇

냉각재 온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원자로냉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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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시에는 ，항상 현장수위계와 주제어실간에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자냉각계롱의

기능장실시의 노섬커버(core cover)를 위한 아래와 같은 봉산수 주입유로중 l개 야장의

유로를 확보 하여야한다.

• 재장전수.탱크(RWT)로부터 냉각재계동 저온관 및 고온관으로의 고압안전주입펌프

(1 130 GPMJPP)를 통한 유로

• 재장전수탱크(RWT)로부터 냉각재계통 져온관으로와 격납용기살수 펌프 (3500

GPMlPP)를 통한유로

• 재창전수탱크로부터 냉각재계동 저온판 및 고온관으로의 충전펌프(44GPM)롤 통한

유로

• 사용후연료처장조(SFP)로부터 냉각재계통 저온판 빚 고온판으로의 충전 펌프

(44GPMlPP)를 통한 유로

2. 현자로 냉각재 배수갤차

가. 초기조건

원자로 냉각재를 배수하기 전에 초기조건으로는 모든 원자로냉각재펌프가 갱지되고

차단기는 개방(rack-out)되어 있어야 한다. 원자로 냉각재계통은 저온쟁지(MODE 6)

상태이며， 냉각재의 수소농도는 5CClkg미만이다. 가압기 수위 10%이하가 되면，

현장수위지시계와 부분충수운전용수위기록계가 운전가능한 상태이다. 정지냉각계통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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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과압(LTOP)보호밸브가 운전가능하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배수를 위해 다음 2개

유로가사용가능하여야한다.

• 재장전수탱크나 저장탱크로의 정지냉각계통정화 유로

• 쟁지냉각계통 열교환기 출구로부터 재장전수탱크로의 6 inch 재순환 유로

원자로냉각채계통 져온판의 온도/압력은 65.5°e (1 50 OF). 28.8 kglcm2(41O psia)미만이고，

저온관 온도는 가급적 38°C (100 OF)미만이다 안전주엽탱크 (SIT) 방출격리멜브가

차단되고， 차단기가 개방되어 있다. 가압기 전열기의 차단기가 개방되어 있다. 최소한

l대의 비장디첼발전기가 운전가능한 상태이다. 정지여유도는 운영기술지침셔 3. 1.1. 2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충전펌프는 원자로냉각재펌프에 멸봉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l 대만

운천중이고 나며지 펌프는 전동기 전원이 차단된 상태이다. 붕산희삭 경보계통이

운전가능하다. 배수운전에 필요한 보조계통들이 정상운전중이다.

나. 냉각재배수

원자로냉각수를 배수하는 경로는 두가지로 정지냉각쟁화유로를 통한 쟁상배수경로와

쟁지냉각열교환기 후단으로부터 재장전수탱크로의 재순환유로인 대체배수가 있다.

쟁상배수유로를 통한 배수를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화학 및 쳐I적제어계통(eves)의 밸브 정렬상태를 확인한다.

• 운전중인 쟁지냉각계몽 열교환기 후단으로부터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유출열교환기 전단으로의 정지냉각계통 정화 격려밸브를 현장에서 개방한다.

• 원자로배수탱크(ROT)로의 질소공급조절멜브의 셜쟁치 (lOpsig)를 조절하여

질소압력을 0.035kglcm2(0.5 psig)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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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창에셔 저장전(pre-holdup) 이온교환기로부터 방사션감시기로의 격리밸브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현장에서 저장전 이온교환기로부터 탈기기로의 격리

밸브를차단한다.

• 현장에셔 저장전 이온 교환기로부터 재장천수탱크로의 격리밸브흘 개방한다.

• 현창에서 저장전 이온교환기로부터 재장전수탱크로의 격리밸브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 현장에셔 저장전 이온교환기로 부터 탈기기로의 격려밸브률을 차단한다.

• 현장에셔 탈기기와저장탱크사이의 격려밸브가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 현장에셔 저장전 이온교환기로부터 방사션감시기로의 밸브를 개방하고，

저장탱크로의 격리밸브가개방되었는지 확인한다.

• 배수율은 151 LPM(40GPM) 이하로 제한한다.

• 화학 및 체적제어계롱(eves)의 배압조철기로 배수융을 원하는 값으로 조절하여

배수를개시한다.

• 냉각재계통 저온관으로의 정지냉각유량을 감소시켜 배수량을 증가시킬 경우，

저온관주엽 격리밸브를 한개썩 순차객으로 닫아셔 밸브의 진동(flow low induced

resonance)이 니- 공동현상(ca찌tation)을 최소화한다

• 배수유량조철은 저압안전주입모관 격리밸브를 조절하여 수행하며’， 동시에

정지냉각유량을 15,200 LPM (4,000 GPM)이상 유지토록 적당히 쟁지냉각계통

열교환기 우회밸브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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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냉각재 배수중， 가압기의 수위지시계， 재장전 수위지시계， 원자로용기

수위감시계동돔과 재장전수탱크/저장탱크 사이의 상호수위변화 관계를 자주

점검비교한다.

• 배수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기수위가 15% 캠도에 도달하면， 배압조철기 로

충전과유출유량을 평형시켜 냉각재계통의 수위를 안정사킨다.

•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압기수위가 10% 갱도에 도달하면 배압조절기로 충전과

유출유량을 평형시켜 냉각재껴}통의 수위를 안정시칸다.

• 재장전 수위지시기를 사용개시한다. 재장전 수워지시계와 가압거 수위지시계간의

상호관계가확인되기 전에는‘ 배수를 계속하자 말아야한다.

• 재창전 수위지시계와 가압기 수워지시계간의 상호관계를 점검， 확인하고

배압조켈기로 배수융을 재셜쟁하여 배수를 계속 진행한다. 냉각재계동의 수위가

저온관 상단 (104’ 7’)미만이고. 충전과 빌봉주엽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멸용수

추입을 중지하고 운전중인 충전펌프를 정지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고온관

중심션 (EL : 103 ’ 4")이나， 원하는 냉각재계통 수위에 도달시， 배압조갤기로

냉각재수위를 안정시켜 배수를 중지한다.

• 대체배수갤차는 운중인 쟁지냉각열교환기 후단으로부터 재장전수탱크로 재순환

격 ~l밸브를 현장에셔 개방하고 위의 배수절차를 창고하여 배수를 시킨다.

3. 부분충수운전

• 냉각수의 배수가 완료되면 운전되고 있지 않는 정지냉각계통계열의 냉각재계통

고온관수위계 기준으로 103Ff 2 INCH까지 배수토록 하고 정지냉각 유량은 15,700

LPM을 넘지 않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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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기와 원자로용기 뚜껑의 배기유로를 확인한다 격납용기 대기로의

배기격리밸브가개방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압기의 manway가 개방되었는지 확인한다ι

• 증기발생기 때nway가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 manway제거는 부분충수(mid-loop) 운천수위가 얀정된 후 수행하여 증기발생기 u-

tube내의 물이 배수되면서 flooding되는 것을 방지하여야한다.

• nozzle dami을 설치할 경우에는 저압안전주입펌프 상실로 인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버등시의 노심노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저온관측 작업후에 고온관측을 작협하고

제거할경우에는 역순서로 수행하여야한다.

• nozzle dam의 셜차를 확인한 후 냉각재계통을 원하는 수위로 장승， 유지하여 계획된

쟁바 몇 점검을 수행 한다.

• 이상 발생으로 운전중안 저압안전주입펌프가 정지된 경우에는‘ 수위를 재 확인한

후 대기중인 저압안전주엽펌프를 기동한다.

4. 재장전 수조 충수 빛 배수

• 원자로용기헤드가적당한위치까지틀어올려진상태이다.

• 원자로 냉각재끼동의 온도는 57 C이하‘ 압력은 대기압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 원자로 냉각재는 원자로 냉각재 계동 배수절차에 따라 원자로 용기 폴팬지 아래

15-30 em (높이 115 ’ -116 ’ 06")까지 배수된 상태이다.

• 정지 냉각계통 한 계열은 15,200 LPM이상의 유량으로 운전되고 있으며， 다른 한

계열은 운전 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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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전수탱크의 체척은원자로용기를충수활만큼의 충분한양을확보하고 있다.

• 원자로 캐비티 수위지시계(현장 임시 수위지시계)가셜치되어 있다.

• 원자로냉각재계통붕산 희석 방지를 위하여 원자로 보충수 유량조절 밸브가

수동으로닫혀있다.

• 핵연료 재장전 기간줌 재장전 수조 붕산희석을 감지하기 위해 refueling 뼈이 dIlution

alarm션택 스위치가“refueling" 모드로 션택되어 있다

• 사용후 연료 저장조는 쟁상 수위 (140 ’ :90%)블 유지하고 있다 ‘

가. 재장전수조충수

• 재장전 수조 및 져장조 배수 블라인드 플랜지가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연료이송관블라인드플랜지가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 정지냉각계통절차에따라재장전수조충수를시작한다.

• 원자로 용기 플웬지 (116 ’ 1")이상으로 수위가 증가하면 원자로 캐버티 밀봉 장치의

누절여부를점겸한다.

• 재장전수조 수조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로 용기 헤드를 셔셔히 틀어올려

저장지역에보관한다.

• 재장전 수조 수위가 42.67m (1 40')에 도달하면 저압안전주엽 펌프를 정지하고

수위를유지한다 .

• 핵연료 건물과 격납용기 사이에 압력차가 있으면 연료이송관 격리밸브를 열때 유량

이동이 어루어져 재장전 수조 및 연료이송수로 수위에 변화를 줄수 있으므로 두

건물사이에 압력차가발생하지 않도록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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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 이송관 격리밸브를 연다. 사용후 연료 저장조 문을 연다.

냐. : 재장천 수조배수

• 사용후 연료 져장조 문을 닫고 밀봉공기를 공급한다.

• 연료이송관격리밸브를닫는다.

• 쟁지냉각계통을 이용 재장전 수조를 재장전수탱크로 배수한다.

• 사용후 연료 저장조 문을 닫고 밀봉공기를 공곱한다.

• 연료 이송관 격리밸브를 닫는다

• 갱지냉각계통을 이용 재창전 수조를 재강전수탱크로 배수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 수위가 원자로 용기 플랜지 아래 15-30cm (높이 115 ’-115 ’ 6")에

도달하면 저압안전주입펌프에의한 배수를 중지하고 수위를 유지한다.

• 원자로 배수 펌프로 가는 밸브를 열어 재장전 수조 바닥 및 정화 입구 배관을

배수한다.

5. 발전소 가열 (plant heatup)

• 발전소 가열이란 발전소를 미임계， 저온쟁지상태로 부터 무부하 출력의 온도， 압력

조건으로 운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원자로는 냉각재가 552°F에 도달한후

언제든지 기동할수 있는데 발전소 가열은 원자로를 기동하지 않고 냉각재펌프

열만을 이용하여 운전원에 의하여 수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가열 첫단계는 저압안전주엽펌프와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을 사용하여 냉각재를

열잔달 유로와 가압기에 채운다. 증기발생기 2차측은 갱지냉각계통 차단밸브를

조갤하여 정장수위를 유지할 수 었고‘ I~t계통은 충전펌프와 유출수밸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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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갤하여 냉각재펌프 운전에 필요한 최소압력까지 가압시킨다. 이때 계통내에

잔류한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압기 배치밸브， 원자로용기헤드 배기멜브，

냉각재펌프 멀봉， CEDM등을 이용하여 쟁적배기를 설시한다. 다음으로 열전달

유로당 l대 이상의 냉각재펌프를 짧은 시간 주기적으로 기동하여 증기발생기 u

Tube 굴곡부위 등 쟁적배기로 제거되지 않은 공기를 강제로 배출시킨다 .

• 최초 냉각재 펌프를 운전하기 전에 가압기 증기 기포를 형생시켜야 하는데 이는

냉각재 펌프 기동시 압력 밀림을 최소로 하기 위함이다. (냉각재 용도 500°F

이하에셔는냉각재 펌프 4대 운전을금지한다. )

• 일단 가압기 기포가 형생되면 열전달 유로의 냉각재 온도가 가압기의 액상

온도보다 50°F - 350°F 낮게 유지하면셔 냉각재 펌프를 운전한다.

• 가열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전펌프와 유출수 조절밸브를 사용하여 냉각재 계통

압력과 온도를 수압시험곡션(압력-용도 제한곡선)에 따라 상승시켜 계통누셜

시힘을 한다. 누셜용 시험을 완료하고 가압거와 냉각재 계통 가열을 계속하는데

이때 가열율은 75°Flhr (가압거와밀렴관은 100°F/hr) 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가압기가 전열기에 의하여 가염되는 동얀 냉각재 유로의 온도는 냉각재 펌프의

운전에 의하여 증가되는데 계통압력은 운전 곡션에 따라 수동으로 전열기와 유출

벚 충전 유량을 조작하여 조절한다. 가압기 압력어 2,250 psia에 도달되었을때

가압기수위 및 압력조절은 자동 상태로 전환한다.

• 냉각재 계통과 증기발생기 2차측와 300°F이상일때 주증기배관 예열과 급계동의

정화를 위해 재순환이 수행되어야 한다. 주증기배관격려 우회밸브를 개방하여

주증기격리밸브 전단과 후단의 옹도와 압력이 평형에 도달하면 주증기 격려 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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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수 있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이 고온쟁지상태에 도달되면 증기발생기에셔

발생된 증기를 터빈우회계통을 롱하여 복수기로 재순환되도록 한다

• 초기 가열 운전동안 급수유량은 downcomer 노졸로만 유입되도록 하며 downcomer

노즐 급수유량보다 많은 급수공급이 가능한 economizer 노즐로의 급수는

급수온도가 200°F 이상 되었을때 사용한다. 고온대기상태 동안 급수공곱이

downcomer 급수노즐과 economizer 급수노즐을 통하여 야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노즐사이의 cycling 이 발생되지 않도록곱수 유량이 조절되어야한다

6. 원자로 기동

• 원자로 기동은 원자로를 엄계상태로 하여 출력운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쟁이다

• 원자로냉각재온도가 500°F 이상되었을때붕산희석을실시한다. 원자로쟁지봉은

보론농도에 대한 Tech Spec 제한치를 따르면서 인출한다. 냉각재 저온관

온도(Tcold)가~ 552°F 되었을때 원자로가 임계되게 한다.

• 원자로를 기동하는 동안 핵증기를 사용하여 절차에 따라 터빈을 가열한다. throttle

밸브를 사용하여 약 3%의 증기유량을 통과시켜 터빈을 1.800 RPM까지 가속사킨다.

터빈이 계동병입 속도까지 가속되는 동안 운전원은 원자로 출력을 약 8%까지

증가시커는떼 이때 초과 증기는 터빈우회밸브룰 통하여 제거된다. 계동병입후

govemer 밸브를 열고 터빈우회밸브를 당은 다옴 발전기 motoring을 피하기 위하여

2차측출력을 약 10%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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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쩔 고려3，4호기 청지 및 기동절차

편의장정 AJ ‘ 핵연료교체， 기동 운전을 15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 저출력과 현자로 정지 (547°F 까지 냉각)

주발전기의 전겨부하와 터빈출력이 원자로출력과 함께 10 - 15% 까지 감소할때.

원자로운전은 자동에셔 수동으로 전환되며 출력이 안정된다. 증기발생기수위는

급수조절밸브 및 급수우화밸브를 통해서 제어하고 원자로는 척철한 제어봉 집합체로

제어한다.

저출력 연동이 만족함과 동시에 중간영역과 저출력영역에서 25% 고출력원자로쟁자

(PIO)와 같은 원자로정지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발전기 출력차단기 개방.

원자로냉각채펌프의 저전압‘ 저주파수 또는 모터 차단기 개방 또는 터빈쟁지와 같은

자동청지는 작동하지 않는다. 원자로냉각채계통의 평균온도를 547°F로 유지하며

션택한 제어봉뱅크를 사용하여 원자로출력를 2%로 유지하면셔 주터번

증기우회멜브로 2%출력을 주복수기에 직접 텀프활 동안에 발전기의 부하가

절체되고 계통이 병해된다. 수동으로 원자로출력을 감소시카고 원자로를

수동갱 AJ 시킨다 최종으로는 고온정지 (hot shutdown) 온도 547°F를 주터빈

증기우회밸브 제어를 통해셔 유지한다. 정지 단계 2로 진입하기 전에 다음 과정이

션행되어야 한다.

1) 증기발생기 급수우회유량과 펌프 재순환밸브 기능시험

2) 출력 35%이하에셔의 보호계동연동 (P-8)의 제거

3) 2개의 주급수펌프중 l개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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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터빈증기우회밸브를 수동압력제어로 전환

5) 모든 전기부하를 갤체하여 소외전력계통 으로부터 계통병해

2. 중가발생기률 이용한 345°F까지 냉각 (hot standby)

이 단계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는 547°F, 압력은 2235psig인 시정에서부터 주증기를

복수기로 우회시킴으로 온도를 350°F까지 냉각시키는 시점까지이다. 두개의 Rep를

갱지시키고 냉각제한치와 암력온도곡선에 맞추어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키는 중에

가압기 분무기을 이용여 수동으로 가압기내의 압력을 수동으로 조절한다. 원자로

냉각재 온도와 압력이 350°F와 345psig 까지 감소하는 동안에 저온과압 보호ιTOP) 을

고려하여 발전소를 운전한다

• 단계 2 애셔의 주요활동

주터빈증가우회제어을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을.고온정지온도 547°F로 유지시커며

또한 화학 및 체적제어계동(CVCS)을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보론농도률

져온정지농도까지 높이기 시작한다 또한 증기발생기 수위조갤밸브와 우회밸브가

제기능을 할 수있는가를 미리 점검해야한다. 그라고나셔 격납건물 점검 (w떠kdo때) 하논

동안에 잔열제거계동을 운전하기위해 사전점검을 하고 격납건물내에셔 누출(leak)발생

여부를 조사하며 또한 가압기 PORV air bottle 압력도 기록해야 한다. 보론농도가

저온정지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면서 제어봉집합체 쟁지뱅크를 인출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은 압력-온도체한치내에서 진행하며 주터빈 증기우회밸브에

대한 셜정치조쟁 몇 가압기를 수동으로 조쟁함으로셔 냉각율을 제어한다. 이때

최대냉각률은 27.8°C 뼈이다. 이 냉각기간동안에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애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유출량을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압력조절밸브 (PCV145) 와 모든 유출 오리피스차단밸브를 개방하며 동시에 R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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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수 주엽유량을 계속 유지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이 . 저온. 저압(-2000psig)인

상태에셔는 허용신호연동을 고려하여 가압기저압， 증기관저압에 의해 발생할 수있는

안전주엽 작동신호를 차단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1000 psig이하에셔는 안전주엽

탱크 차단밸브를 닫고 전원차단기를 개방시켜 안전주입탱크를 차단하고 안전주엽신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불필요한 안전주엽을 방지한다. 증기발생기 압력이 350psig 이하

에셔는 운전중인 펌프를 제외한 모든 충전펌프를 잠금상태(pull-to-lock)로 놓읍으로서

저온과압현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가압기앙력을 345psig로

감압시키며 수동으로 저옹과압을 방지한다.

3. 잔열재거계통을 이용한 200°F까지 냉각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가 350°F에 도달한 후 잔열제거계동을 사용함과 동시에

주터빈증기우회를 통하여 200°F까지 지속적으로 냉각시킨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키기 전에 한대 충전펌프를 제외한 모든 공학적 얀전셜비펌프틀이 작동 할 수

없도록 제어스위치를 잠금장태로 놓는다 이때 저압안전주입과 보조급수방출밸브는

닫힌 상태이다. 이 POS에셔는 가압기에 기포를 내포한 상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약 350 psig로 유지하여 저온과압보호을 지속하여야한다. 또한 가압기하부에

있는 밀림관천후단의 온도화가 300°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단계 3 에셔의 주요활동

이 단계는 원자로냉각채계통 온도가 300°F와 압력이 350psig인 장태에셔

저온과압방지를 유지한 상태에셔 시작한다. 제어봉집합체의 뱅크제어와 높은

보론농도(저온갱지)에 의하여 원자로의 반응도를 충분히 낮게 유지함으로셔 발전소를

쟁지상태로 유지한다. 안전셜버에 관련된 스위치를 잠금으로셔 안전셜비가

션호에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불가농하게 만든다. 즉 저압안전주입휩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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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살수펌프， 모터구동 보조급수펑프의 제어스위치를 잠금장태로 놓고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보조급수 주입밸브를 잠곤다. 잔열제거계통을 투엽하는 동안

증기발생기와 주터빈증기우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률

27.8°CIhr 여하로 냉각시킨다 야 잔열제거계동을 기동시키는 것은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의 취출배관을 정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위의 증기발생기와

잔열제거계통을 이용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은 원자로냉각재계통압력이 5 - 15

psig될 때까지 지속한다 그후 주터빈우회밸브를 닫은 후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가 212°F에 도달하기 전에 증기발생기내압을 정압(positive)으로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4. 잔열제거계동을 이용한 140°F까지 냉각

이 단계는 원자토냉각재계통 온도가 200°F 에서 저온정지의 보론농도를 유지한

시점에셔 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유량을 조절하여 원자로냉각채겨1동을

140°F까지 냉각시키는 시점까지이다. 이 POS동안에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저온과압을

방지해야하며 가압기에 기포흘 내포한 장태에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345 psig

정도로 유지한다. 또한 가압기 밀렴관의 온도차가 300°F초과활 수 없다.

• 단계 4 에셔의 주요활동

원자로냉각재계동이 200°F이하， 345 psig인 상태에셔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를 RHR

운전을 통하여 140°F 장태까지 지속적으로 냉각시킨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를 170。

F에서 140°F 까지는 20°Flhr의 냉각률로 냉각시키며‘ 이때 복수기의 진공상태를

대기압으로 만틀며 격납용기 쟁화계통을 가동시킨다 만약 저온쟁지상태가 5엘이상

진행되면 증기발생기는 습식저장 (wet layup) 상태로 유지한다. 얼단 증기발생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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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수위 0%까지 배수한 후 다시 98-100%까지 충수시커며 마지막으로 화학첨가제를

넣으며 재순환시칸다.

5. 고온관 중간까지 배수

이 단계의 시작시정은 한대의 원자로 냉각재펌프가 운전중이고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는 140°F이다. 또 이시점은 가압기가 기포를 내포한 상태에서 가열기를 이용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동을 배수하기전에 가압기분무를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동을

감압시킨다. 이후에 가압기에 질소로 충전하여 5 - 30 psig까지 가압시키며 동시에

빠m.을 사용하여 잔혈을 제거시키며 mid-loop수위까지 조심스렵게 배수시킨다 ..

6. 전기 부분충수운전

원자로냉각재계동을 mid-loop 수위까지 배수하여 이 수위를 계속유지하는 운전상태이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온 배기 계통을 통해 배기되어야 하고 140°F야하에셔는 잔열제거

열교환기 유량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위해셔 증기발생기

l차측의 맨꿰이를 제거해야 한다. 또는 다른 mid-loop 작엽을 수행한다. 원자로는

저온쟁지시의 보론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연차쟁기보수시 발전소가 단계 6 으로

유지하는 것은 증기발생기의 와류 탐상시험 (eddy current test)을 수행하기 위해셔이다.

가압기 PORV는 가압기와 가압기 압력방출탱크를 연결하여 3/4 inch 관을 통해 process

vent system .9..로 배기된다 원자로용기헤드 배가는 타이곤호스로 구생된 배판을 통해서

PORV의출구쪽에연결되었다. 타야곤호수는 약 40 psia 갱도를 버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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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차보수가 시작하여 5엘정도 경과한 후에는 저온쟁지 (cold shutdoWn )을

유지하고 증기 발생기의 2차측은 "wet-layup" 상태 즉， wide-range 계측으로 98 - 100

%정도 충수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증기발생기는 원자로 냉각계통의 열을 제거한다.

• 고려 3,4 원자로 냉각재 배수철착

부분충수운전을 위한 원자로 냉각재 배수는 고리 3 ， 4호기의 경우 다음과 같다 단， 국내

원전중 가압경수혐원자로인 2-loop 발전소와 3-loop 발천소의 경우 배수갤차는 같으며 그

절차는다읍과같다.

가. 초기 조건

1) 가압기 및 원자로 용기 안으로 켈소 충전을 시킬수 있도록 tygon hose 및 T자판을

사용하여 계열을 정열한다

2) 원자로냉각재계통 배관중 loop-2 의 crossover leg 에 있는 배수밸브와 병혈로 연결된

배판에 tygon hose를 셜치하여 수위를 힘을 수 있게 한다.

3) 가압기 분무 밸브를 연다.

4) 압력용기 후렌지 누셜 차단 밸브를 닫는다.

5) 압력 방출 탱크(PRT)에 질소를 공급하여 3 psig를 유지한다.

나. 배수절차

1) loop-2 의 배수밸브를 연다. (RCDTPIP 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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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압기 상부로 연결된 질소 공급 라언을 정열하여 질소를 가압기에 주입한다.

3) 원자로 냉각재 배수탱크(RCDη 펌프를 기동하여 냉각재를 배수한다. (이때 RCDl‘가

overflow되 지 않도록 주의 함)

4) 가암기 수위가 0% 에 도달하기전 RCDT 펌프를 정지하고 냉각재 수위를 확인한다.

5) 다시 RCDT 펌프를 기동하여 원자로 용기 뚜겸 장부까지 냉각재를 배수하고 수위를

확인한다.

6) 원자로용기 뚜갱 장부로 칠소를 공급한다.

7) 작협에 필요한 수위( mid-loop)까지 배수를 계속한다. (이때는 증기발생기에 있던

물이 무더기로 배수되므로 주의해셔 배수함)

8) 필요한수위에도달되면배수 밸브를 닫는다.

9) 기체 폐기물 계동을 가동하여 원자로 용기 상부와 가압기 상부에 있는 공기률

쟁화한다. (질소공급 라인은 격려된 상태임)

10) 공기가쟁화되었으면 다시 질소공곱라언을형생하여0.5 Psig를유지한다.

11) 질소공급 라언의 격리 및 필요한보수 작엽을 설시 한다.

* 이후 잔열제거계통이 장설되면 원자로는 위험한 장태로 가게 된다.

7. 핵연료재장전을 위한 충수

단계 6 mid-loop상태에서 시작하여 원자로용기수위는 원자로헤드 프랜지어하까지

충수한다 재장전캐비티 밀봉을 셜치한 후 원자로헤드에 부착된 볼트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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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이용하여 원자로헤드를 분려시커는데 이때 원자로내의 수위는 계속 증가하여

개용된 원자로용기를 넘어 원자로캐버티까지 충수시킬 수 있다. 원자로헤드는 격납용기

바닥에 건식보관하며 재창전해비티의 충수는 원자로용기 헤드프핸지로부터 장단 26’

-27 ’6"까지 계속한다‘ 제어봉집합체를 구동장치에셔 분리하여 원자로내에 놓은 후

폴라크레인을 이용하여 원자로용기로부터 상부내장구조물을 분려하여 수중에 보관된다.

재장전시 격납용기의 건전생을 유지하고 원자로헤드에 있는 배기호수 제거하며，

원자로헤드와 상부구조물을 이동할 수 있어야한다.

8. 핵연료재장전

원자로헤드가 제거한 후 원자로냉각재계통과 재장전캐버티를 원자로헤드

헤드프랜지로부터 상단 26’ -27'6"까지 계속 충수한 후 잔열제거계동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를 140°F 이하로 유지한다. 충수후에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섬에셔 이송하고 재배치하며 선연료를 추가한다. 이 재장천작엽은 조정크레인

지지대 등 핵연료 이송장벼를 사용하여 한번에 한다발단위로 진행한다. 핵연료

교체작업중에는 핵연료이동을 위하여 격납용기 건전생을 유지하지만 다른 작엽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이다.

9. 핵연료재장전후고온판중간까지 배수

원자로헤드가 제거되고 핵연로재장전관련 작엽이 완료된 후 원자로 상부구조물은

제어봉집합체를 구동축에 연결함과 동시에 원자로에 재조립된다. 재장전캐바티의

냉각수를 원자로플랜지으로부터 상단 17’ - 18’ 까지 배수하며 서셔히 원자로헤드를

재장전캐비티의 수위 바로위에 내려놓는다 그러고 제어봉구동축을 원자로헤드의

열슬러브에 결합하는 동만 원자로헤드와 수위를 동시에 낮춘다. 원자로수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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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 플랜지 바로 아래까지 배수한장태에서 볼트를 이용하여 원자로헤드와

원자로용기를 결합한다.

원자로헤드의 상부구조물을 원자로에 조립하고 재장전캐비티를 배수하여 원자로헤드를

원장태로 복귀시키는 동안 격납용기 건전생을 유지해야한다. 원자로용기를 일단

제위치에 조립한 후에는 격납용기 건천생의 유지를 장대적요로 완화활 수 있다.

단계 5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을 mid-loop운전 기준수위까지 조심스럽게

배수한다.

10. 핵연료 재장전후 부분충수 운전

핵연료재장전을 수행하기 전에 설시했던 배수절차와 같이 증기발생기 점검 등을 위해셔

mid-loop 운천 기준수위까지 배수를 다시한다. 잔열체거계통 열교환기를 동과하는

유량을 조쟁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를 140°F이하로 유지하는 한편 mid

loop운전의 수위를 유지하여 단계 6에서 완료하지 못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배수를

요하는 보수를 마무리 짓는다. 이 단계에서의 보론농도는 저온정지강태의 농도를

유지한다.

11. 원자로냉각재계통 재충수

두번째 mid-loop운전상태에서 보수작엽을 완수한후 화학 및 체적제어계동을 사용하여

원자로를 충수한다. 원자로헤드를 통한 배기와 함께 원자로수위가 가압가까지 도달하면

가압가 압력방출밸브와 차단밸브가 개방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가압기를 완전충수하였을

때 저온과압보호를 유지한 상태에서 PORV를 닫아 원자로냉각재계통을 ~345 psig까지

가압함과 동시에 Rep를 기동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을 감압시켜셔

원자로냉각재계통내의 기체를 배거하는 작엽을 반복적으로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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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계통이 완전히 충수되었는 가를 확인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를 만수장태로

도달시킨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동을 사용하여 원자로계동을 쟁상충수 벚 RCP벌봉수를 주입하며

또한 가압기 PORV몇 차단밸브를 개방하여 완전만수 상태운싼에 도달한다. 이때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저온과압으로부터 보호하여야하며 압력방출탱크내 거쳐I룰

배기계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배기한다

가압기를 충수하여 가압기 방출탱크수위가 증가하면 충수유량을 감소시켜

원자로냉각재계동압력이 안정될 때까지 자동유출압력조절에 의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100psig 이하로 유지한다. 그리고 300 - 345 pSlg까지 가압하여 Rep를

기동하고， 원자로냉각채계통압력을 125psig이하로 감압시키며 마침내 원자로헤드의

배기관을 통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내의 기체를 배기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한다. 이 반복된 가압 RCP기동-원자로헤드배기과정은 결국

원자로냉각채계통의 만수가열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원자로냉각재계통압력이

125psig이하인 상태에셔 만수충수시킨다.

12. 원자로냉각재계통가열 및 기포재거

원자로냉각재계통흘 충수하고 압력을 125psig이하로 유지하고‘ 원자로냉각재계동

용도를 RHR열교환기를 통해 140°F 이하로 유지한후 가열를 시작한다. 원자로내의

제어봉집합체를 인출하며 저온과압을 방지하며 보론농도가 져온정지상태를 유지한다

Rep를 통한 원자로냉각재계통 가열을 위해서는 만수상태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다시

가압하여 -345 psig 까지 유지한다. 가압기가열을 위해셔 가압기 가열기를 가동시키며

RCP를 기동시킨다.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원자로냉각재계통내에기포가 발생한다.

이때 가압기수위가 쟁상운전상태 (‘ 22%)정도로 감소하면 가압기수위조절은 수동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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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스위치를 전환하며 가압기압력은 살수와 가열기를 이용하여 약 345psig를

유지한다. 기포가 협생되면 가압기수위는 정상운전상태로 감소하여 충전유량조절은

자동으로 놓는다. 이때 압력은 Rep No.1 빌봉을 위한 최소 차압 200psig 과

Rep기동을 위한 최소압력 300psig를 만족시킨다.

13. 원자로냉각재계풍 350°F 까지 가열

가압기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을 가압기분무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조절할때 원자로냉각채계통온도는 RHR 열교환기의 유량을 조갤함으로서

195°P을 유지한다 원자로는 저온정지 보론 농도률 유지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를 2000P이상을 유지하려면 다른 2개의 Rep를 기동시켜야 한다. 약 212°P에서

증기가 혐생되므로 빠m.계통 뿐만 아니라 증기발생거 및 터빈우회를 동시에

사용하여 원자로냉각재계롱 온도를 조절한다 원자로냉작재계통 온도가 3500P에

도달하였을 때 공학적 안전계통이 정상상태로 복귀하며 빠rn.계통을

원자로냉각재계통로부터 차단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을 2000P 야상으로 가열하기 전에

격납용기의 건전성점검. 격납용기의 진공형생 제어봉집합체뱅크를 위한 냉각 빛 인출

둥과 같은 작엽을 수행한다‘

14. 증기발생기를 이용한 발전소기동

원자로냉각재계통을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을 사용하여 가압기를 정상수위까지

충수한 후 가압기수위를 자동으로 조점하기 시작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약

345psig에셔 가압기 분무기와 가열기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제어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온도는 3500P에셔 잔열제거 열교환기 유량과 주터빈 우회조갤을

통하여 수동으로 제어한다. 원자로는 저온정지 보론농도을 유지한다. 저온과압보호을

할 수 없으므로 원자로냉각재계통과 2차계통을 가열율 제한치내에서 가열을 계속하여

-56-



압력온도 제한곡션내에셔 가압하여야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와 압력이 쟁장

고온쟁지시와 저출력 운전상태 (547QF와 2235 psig)에 도달하였을 때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가압기를 통하여 자동으로 제어되며 온도는 주티빈증가우회를 통해 수동으로

조갤된다. 보론농도는또한고온정지조건까지 도달해야 한다.

• 단계 14 에셔의 주요활동

발전소의 가열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전기구동 보조급수펌프위한 유량시험이

수행되어야하지만 져온과압보호는 고려하지 않는다 원자로냉각재계통 가열은 40°Flhr

이하로 수행하며 가압은 압력온도곡션에 맞추어 수행한다. 한편， 2차측계통은 150。

FIhr로 가열이 계속된다. 마지막으로원자로냉각재계통온도와압력이 고온정지와저출력

운전조건에 도달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온도는 자동증기발생기압력제어 및 증기우회에

의해 조절되며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1.700 psig 이상일 때 가압기 살수밸브와

바례가열기(proportIOnal heater)에 의해 자동제어된다. 보론농도는 고온정지상태까지

감소한다.

15. 발전소 기동절차(져출력 운전)

원자로가 기동되기 전(임계상태)에 제어봉이 완전히 인출된 컷을 확인한 후에

원자로냉각재계통는 화학 빚 체적제어계통에 의해셔 임계보론농도까지 조심스럽게

희석되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보론농도희석과 원자로임계가 야루어지면， 원자로

출력은 제어뱅크 인출과 함께 2%까지 증가한다 한편 2% 증기량을 주복수기 (main

condenser) 로 보내며 원자로냉각재계통 온도를 무부하 온도 t!Tavg = 547°Ft! 를 유지하며

증기발생기에 지속적으로 충수한다 이 운전상태에서는 제어봉을 수동인출함으로써

출력을 증가시킨다. (제어봉의 수동제어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온도，즉 특정 참조

밸브에서의 Tavg, Tref을 유지한다). 이러한 수동 원자로 출력제어는 10%까지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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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터번이 기동되어 1,800 rpm 까져 회전한다. 터빈트립시험이 완료되고 여과기 field

bTl않ker가 연결되면 원자로 출력을 10%이상 증가샤킬 수 있다. 원자로 출력이 약 15%가

되면 터빈 증기를 수동으로 우회시커며 터빈을 1,800 rpm 으로 유지시컨다. 터빈출력은

발전기를 병입함으로셔 증가된다. 터빈 증가우회밸브가 닫히기 전에 Tavg를 유지하기

위해셔 원자로 출력은 증가해야 한다.

원자로 출력이 15% 정도에셔 얀정되어 증기발생기 수위제어와 원자로 출력을

수동제어에서 자동제어로 전환한다. 또한 주 터빈 증기 우회제어는 Tavg 제어로 바뀐다.

이러한 전환이 출력 15%에서 이루어지면. 발전소는 더이상 운전모드를 분류하지 않고

쟁상운전으로 고려하는데 전원이 안전모션 변압기에서 비안전모선 변압기로 바뀐것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콘 차이가 없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2,235 PSlg이고 온도가 547°F인 상태에서 RCP가 모두

운천중이고， 원자로 냉각재 온도가 동력변환계통 (power conversion 윈stem)과 수동

증기발생기 수위조갤에 의해 유지된다. 한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은 가압기 {자동

가압기 분무기와 가열기 체어) 에 의해서 유치되고 원자로냉각재계통 수위는 cves에

의해서 유지된다. 원자로는 보론농도에 의해서 (제어봉집합체 갱지 뱅크를 안출한

상태)유지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엄계보론농도까지 희석되고 원자로는 예상된 제어봉집합체

제어뱅크를 갖고， 임계상태가되면 warm up까지 출력을 증가시키고 터빈 발전기를 grid에

연결시킨다. 한편 증기발생기 수위와 원자로 온도는 수동으로 제어한다. 출력이

증가하여 15%까지되어 얀정되면 Tavg와 증기발생기 수위제어가 자동제어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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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뀔 핏훨



저13 장 과배수사고서의확률론적안전성분석

제 I 절 서론

확률론적 안전성분석은 WASH-1400 [3- I]이후 왼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인허가 요건 만족， 최적설계안 도출，

기술지침서 완화， 신뢰도 중심 정비 및 운전원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져

왔다. 최근까지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은 정자저출력시에는 노심내의 잔열어 낮고

운전원의 조치여유시간이 걸다는 등의 이유로 주로 전출력 운전 상태에 대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3-2, 3-3 , 3-4] 정지저출력시의 위험도가 결코 전출력시애

비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90년도

초반부터 관심이 고조되어 단펀적인 현상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이

수행되어진 적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냉각재계통 배수중 발생활 수 있는 정지냉각 장설사고 유형 충

하나인 과배수사건을 선정하여 확률론적 안전성분석을 수행하고 그로부터 정지저출력시

확률론적 안전성분석 수행에서 고려하여야 할 여러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이번

분석에서는 영광 3 ，4호기뜰 대상발전소로 선정하여 과배수사건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명광 3 .4호기는 건설이 완료되어 3호기는 상엽운전을

개시하였으며， 4호기는 시험운전 중에 있어 연차보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광 I, 2호가

등의 경험 자료를 검토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록 발전소의 유형은 다르지만 유사한

계통에 대한 보수는 유사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운전 절차서 등은 이용 가능한 영광 3,

4호기의 자료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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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절에서는 과배수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 충수 운전 빛 과배수 사건에 대해

간략히 셜명하고 4. 5. 6절에서는 과배수 사건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율 위한

사고경위분석， 계통분석 및 인간 오류 분석에 대해 기술하고 7, 8, 9절에서는 사고경위

정량화 결과， 민감도 분석 및 결론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제 2 절 부분충수운전

부분충수 운전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증기발생기 또는 원자로 냉각재계통과 연결된

밸브의 보수， 원자로 냉각재 펌프의 시험 빛 보수착업울 수행하기 위해 냉각재툴

고옹관(hot leg) 중간까지 배수시키고，노심에서 발생하는 잔열은 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하여

냉각재를 고온관에서 흡입하여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를 이용 기기냉각수로 냉각을

시킨후에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저옹관(cold leg)으로 재순환시키는 운전을 말한다.

부분충수 운전충 정지냉각계통이 기능을 상실할 경우 적절한 조치툴 취하지 못하면

노심의 잔멸을 제거하지 못하여 냉각재가 비등하고 노심이 노출되어 노심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부분충수 운전중 노심냉각기능 장실 사고로 인한 노심손상사고는 현재까지 보고

되지는 않았으나 원자로 내의 냉각재가 버둥하여 격납용기 내로 종기가 방출된 사고는

외국 발전소에서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3-5] ， 국내 원전에서도 유사한 사고경협이 있다

(3-6]. 전출력 운전중에 발생활 수 있는 사고로 국내외 확률론적 안전생 분석에서 항상

다루어지고 었는 소외전현 상설이나 원자로 냉각재 상실과 같은 사고도 부분충수

운전중에도 발생할수 있는 주요한사건들이지만 이러한사고 외에 부분충수 운전중에는

정지앵각계동의 기계적인 고장이나 정지냉각계통의 운전에 영향을 주는 정지냉각 계통과

관련된 다른 계통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보수활동‘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정지냉각

상실사건은 정지저출력시 안전성분적에서 다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중 하나이다.

특히 부분충수 운전을 위한 수위감시 계통의 부정확성으로 정지냉각계통의 운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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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조절에 실패하여 정지냉각계통에 공기가 유입되어 냉각기능을 상실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 하였다[3-7].

부적절한 붕산희석 사고도 저온쟁지 운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사고중 하나로 이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많은 연구 결과[3-8 ， 3-9, 3-10, 3-11]가발표 되었다.

제 3 절 과배수사건

본 연구에서 분석된 과배수(ove띠raining) 사건은 영광 3, 4 호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 [3

12]에 기술된 운전모드충 모드6 (refuling outage)에서 수행되는 부분충수 운전을 위한

배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배수로 인한 정지냉각 기능장실 사고이다.

이 장에서는 2장 POS분류에서 분류된 POS 2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과배수사건 경위애

대한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대개 국내 원전의 핵연료 재장전기간중 원자로 냉각재계용의

배수는 2장의 그림 2-5의 원자로 냉각재 수위변화에 나타난 것처럼 세번 수행된다. 이들

배수운전 중에서 과배수로 정지냉각 기농을 상실시켜 발천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핵연료가 노심내에 창전되어 있는 l 차와 3차 배수운전이다. 두가지의 배수운전충

본 분석에서는 원자로 정지후 잔열이 높윤 상태로 운전되눈 I 차 부분충수 운전을 위한

배수중 과배수로 인하여 냉각을 상실하는 사건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의 국내 발전소”서는 냉각재 배수를 위해 노심의 냉각재 수위지시는 임시로 셜치된

tygon tube, 원자로용기 수위 감시계통과 가압기 수위 지시계통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수위가 가압기 이하로 내려가면 가압기 수위 지시계통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자로용기 수위 감시계통과 tygon tube를 이용하게 된다. 원자로 냉각재 배수 도중에는

질소충전으로 인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가압이나증기발생기로 부터 냉각재가배수될때

수위의 요동으로 인하여 수위 지사계통에 공가가 유입되어 왼자로 냉각재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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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수위와 수위 지시계통에 지시되는 수위가 차이를 보일 수있다. 정지냉각 펌프의 운전

여유도가 매우 작기때문에 이러한 부정확한 수위지시는 부분충수 운전을 위한 배수시

수위조절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현인으로 정지냉각 펌표의 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위보다 낮게 배수가 되면 정지냉각계통에 공기가 유입되고 정지냉각

펌프에 cavitation이 발생하여 펌프가 정지되어 냉각기능을 장실하게 되고 사건발생 후에도

냉각재 수위 지시계통은 정상운전수위를 나타내고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원이 복구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융이 있을 수 있다.

제 4 절 사고경위분석

전기 부분충수 운전을 위한 I :7.} 배수포중에 수위지시기의 수위오지시로 운전원이

정지냉각계동 운전에 필요한 최져 수위 이하로 냉각재를 배수하는 사건을 선정하여

사고경위에 대한 쟁량화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과배수 사건과 같은 냉각재 재고량의 감소로 인한 정지냉각 상실사건의 북구

조치는 운전원이 과배수된 원언을 정확허 판단하여야 하며 원자로 수위지시계통을

보쟁하고 발전소 보수상황을 고려하여 이용가능한 냉각재원 빛 보충수단을 확보，

냉각재를 보충하고 대기중인 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정지된 정지냉각계통을

복구하여 냉각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정자냉각계통의 운전에 실패한 경우 다음 단계의 북구조치로는 충전 및 유출(feed & bleed)

운전을 고려할 수 있다. 대상 발전소의 이용가능한 유출유로(bleed path)는 안전감압계통

밸브와 증기발생기 작업자 통로 (manway)를 고려할 수있지만 이 분석에서는 안전감압계통

밸브만을 고려하였다. 안전갑압 밸브는 운전왼이 주 제어실과 현장에서 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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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본 분석에서 충전운전은 충수원인 재장전수 탱크로부터

고압안전주업계통을 통해 냉각채를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주입 하는 것으로 가청하였다.

운전원이 사고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지 뭇하고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냉각재를

보충하지 않고 대기중인 정지냉각계통을 기동하변 펌프로 공기가 유입되어 모든

정 지 냉각계통의 고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WOG (Westinghouse owner’s group)의 실험 결과，

청지냉각 펌프는 연속적으로 1%의 공기유입을 허용하고 일시적으로는 3%까지 허용하나，

3% 이상와 공기가 유입사에는 펌프의 건전성을 장설할 수 있다고 한다[3-6].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에셔는 과배수 사건이 발생하변 운전중인 정지냉각 펌프에

고장이 발생하고， 운전원이 정지냉각계통의 정지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과배수

상태에서 계속 대기중인 갱지냉각계통의 기동을 시도하여 공기유입으로 대기중인

쟁자냉각 펌프에도 고장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고장난 정지냉각계통은 짧은

시간내에 북구가 불가능하여 다음단계의 복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모든

정지냉각계통에 공기가 유입된 후의 북구조치로는 앞에서 언급한 충전 및 유출 운전을

고려하였다.

충전 및 유출운전으로 재장전수 탱크가 고칼되면 다음 단계에서 고려할 수있는

냉각운전은 재순환 운전모드로 왼자로건물 배수조의 물을 원자로 냉각재계통으로

재순환시키는운전을 고려하였다.

정지냉각 기능상실사건 이후의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거동을 분석하고 인간오류 분석의

입력자료 마련을 위하여 보조 열수력계산을 수행하였지만 운전원오류 분석이나 정확한

현상파악에는 이용할수가 없었으며 자세한사항은 부록.3-A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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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소초기조건

대상 발전소인 영광 3.4호기는 원자로가 쟁지되면 증기발생기의 증기 방출 운전을 통한

냉각이 완료된후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임시 수위 지사기를 설치하고 부분충수 운전을

위하여 원자로 냉각재를 고온관 중간정도로 배수 한후 청지냉각계통으로 잔열제거를

하면서 관련된 보수 및 시험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다.

분석된 과배수사건을 위한 초기조건으로 원자로내의 열원인 잔열은 과배수사건이

원자로가 정지되고 86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잔열곡선 [3-13]으로

부터 영광 3,4 호기 전출력의 0.38% (2815 MWt x 0.0038 = 10.697 MWt)로 가쟁하였다.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는 영광 3，4호기 가술지침서에 의거하여 60°C, 수위는 고온관

중간으로가정하였으며 고온관중간이상은 질소가충전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원자로

냉각재계동의 배기구로는 가압기 상부의 3/4"와 완자로헤드의 3/4" 배기 배판이 원자로

배수탱크(reaιtor drain tank)로 연결이 되어 었으며 이를통하여 질소가공급된다.또한수위

계측용 I" tygon tube도 정지냉각계통의 흡입측에 임시로 연결되어 가압기와 같은 높이에서

개방 되어 었다고 가정하였으며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은 대기압으로 가정하였다.

증기발생기 2차측은 정상 운전 수위로 유지되고 있으며 용도는 60°C 합력은 대기압으로

유지 되고 있고 급수계통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2. 사건수목에서의 가정 사항

과배수 사건에 대한 사건수목을 구성하기 위한 가쟁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온정지중

냉각상실 이후에 북구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자로 냉각재는 잔열에 의하여

비퉁이 되고 이때 발생된 증기는 증기발생기의 V-tube내로 들어가 2차측의 급수에 의하여

냉각이 이루어지는 reflux cooling에 의해 노심내의 잔열이 제거훨 수 었으나 수행된 연구

[3-14]에 의하딴 붕괴열의 30%정도 만을 감당활 수 있다고 한다. 또한 reflux c。이109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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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냉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심내에 많은 양의 증기가 생생되어 종기발생기로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지만 발전소 저온정지중 냉각이 상실되면 운천원은 즉시 복구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이 분석에서는 보수적인 가정을 위하여 사건수목에서는 reflux

cooling은 제외하였다. 중력에 의한 원자로 냉각재급수 (gravity feed)는 전쩨 조건으로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가압을막을수 있는충분한크기의 배기구가 존재 하여야하는데 이

분석에서 가쟁한 발전소 초기조건은 이를 만족하지 옷하가때문에 제외 하였다.

원자로 냉각재 수위가 고온관 중간 이하로 감소하여 가동중인 정지냉각계통에 공기가

유입되어 고장야 발생한 펌프와， 원자로에 냉각재를 주입하여 정지냉각 운전가능

수위까지 수위를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중언 펌프를 기동시켜 손장을 입은

펌프는 24시간이전에는북구가않된다고 가쟁하였다.

3. 사건수목표제

그림 3-1 은 과배수사건에 대한 사건수목을 나타내며 사용된 표제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같다.

가. 과배수사건 (초기사건; OV)

표제 ov는 초기사건을 나타내며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수 도충 수위지시계의 부정확한

수위지시로 인하여 콸생하는 과배수사건을 나타낸다. 부분충수 운전을 위한 냉각재

배수중에도계속 정지 냉각 계통을 이용하여 노심내 잔열을 체거하여야하며 배수는 정지

냉각계통의 운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위 이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이 수위 이하로

배수가 이루어 지면 운전중인 정지냉각계통의 기능이 상설된다. 과배수사건에 대한

발생빈도는 미국내 경험자료로부터 도출된 1.602x IO·2/demand 를 사용하였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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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원진단 (OP)

운전현이 사건발생 원인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못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표쩨이다.

초기사건과 갈이 냉각재 재고량 상실에 따른 정지냉각 기능상실을 유발하는 사건의

복구는 운전월이 사건 발생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냉각채툴 주입시켜 노심내 냉각재

수위를 정지냉각 펌프의 운전에 충분한 수위까지 복구시키고 수위 지시계통을 정확히

보정한후 대기중인 정지냉각계통을 가풍시켜 노십냉각을 유지하여야한다.

운전원 진단의 성공기준은 운전원이 정확한 사고원인 즉， 원자로 냉작재 계통이

과배수되어 운전중인 쟁지냉각계통에 공기가 유입되어 정지냉각 운전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운전원이 초기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단애 실패하면，

운전원은 실쩨 수위보다 높케 지시되고 있는 수위 지시계의 수위에 의존하여 운전중

가동이 중지된 정지 냉각 계통이 다른 원인에 의해 정지하였다고 판단하고 냉각재의

보충없이 대기중인 정지냉각계통을 기동시켜 기동된 펌프에 공기가 유입되어 고장을

유발시킨다고 가정하였으며 두개의 정지냉각 펌프에 공기유입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면

펌프 자체의 고장 또는 배관내에 유입된 공기로 언해 장시간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다. 냉각재 보충 (MU)

이 단계에서는 전단계에서 운전원이 사건원인 진단에 성공하고 원자로 냉각재보충을

시도하여 정지 냉각계통운전 가능한수위까지회복시키는표제이다.

이단계의 성공기준은 소량의 냉각재로도 정지냉각계통의 운전에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냉각재 보충수단인 계통들이 일단 기통에만 성공하면 된다고 가쟁하였다. 즉，

냉각재 보충수단으로 고려한 고압안전주입계통， 저압안전주입계통， 체적 및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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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계통과 격납용기살수계통을 이용하여 운전원이 재장전수 탱크로부터 냉각재를

취하여 원자로 냉각재계통으로 주입할 수 있도록 밸브 몇 배관을 배열한후 펌프를

기동시걱 냉각재를 주입 하는 것을 나타낸다.

라. 정지냉각기능회복

이 단계에서는 운전원이 냉각재 보충에 성공하고 냉각율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정지냉각계통의 운천을 시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성공기준은 운전원이 주입된

냉각재의 양을 확인 하기위하여 원자로계통의 수위감시계통을 보정하고 유로를 적절히

배열한후대기중이던정지냉각계통을기동시켜 정지냉각기능을회복시카는 것이다.

정지냉각 기능 회복 조치 단계에서는 대기중이던 정지냉각계통을 기풍시키는 조치와

초기사건에 의해 가동이 중지된 정지 냉각 계통을 복구시켜 사용하는 회복조치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가동중 공기의 유입에 의해 정지된 펌프는 cavitation에 의해 펌프 자체에

기계적 손상을 엽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동전에 흡입 배관 빛 펌프 내에 유입된 공기를

배기시켜야만 하며 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정지된 협프를

배기후 가동시키는 회복조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마. 충전 및 유출운전-I (F&B-I)

냉각재 보충은 성공하고 정지냉각계통의 북구에 실왜하면 다음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냉각운전은 충전 및 유출운전이다. 충전 및 유출 운전-I의 성공기준은 운전원이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냉각재를 주입하기 위한 충전수단 및 유출수단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냉각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원자로 냉각채계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출경로는

안전감압계통 밸브를， 충전수단으로는 고압안전주입계통을 고려하였다. 충전시에는

운전왼이 재장전수 탱크로부터 냉각재를 취하여 고압안전주업계통을 이용하여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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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재계통에 주입할 수 있도록 배관배열을 수풍으로 구성하고 충전수단의 펑프유량과

재창전수 탱크의 재고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충전 및 유출운전에서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냉각재로 채워져 저온과압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바. 충전 및 유출운전-II (F&D-II)

충전 몇 유출 운전-II는 운전원이 초기사건에 대한 진단의 실패 즉 현차로 냉각재계통

수위가정지냉각계통운전가능수위보다낮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기중인 쟁지냉각

펌프를 가동시켜 고장을 유발시킨 이후， 충전 및 유출운전에 의해 노심을 냉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사용하는 계통은 앞의 충전 빛 유출운전-I과 동일하지만 원자로 내의 냉각재량，

사고이후의 경과시간등의 차이에 의해 노심내의 온도 및 압력이 다를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계통의 생공71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운전원 조치 여유시간에도 차이가 있으나 본

분석에셔는 운전원 조치 여유시간이 더 짧다는 차이점만을 고려하여 충전 및 유출운천을

위한 운전원 요류 확률에만 차이가 있고， 사용 계롱의 기계적인 생공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 장기냉각기능 (LTC)

충전 및 유출운전으로 재장전수탱크의 물이 고갈되면 다음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냉각수단온 격납건물 배수조로 유출된 냉각재를 다시 노심으로 재순환시키는 운전과

정지냉각계통의 북구이다. 이 단계에서의 성꽁기준은 운전원이 수동으로 배판을

배열하여 고압안전주입계통을 이용， 격납용기 배수조로 부터 유출된 냉각재툴 취하여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주입하는 재순환 운전동안 정지냉각계통을 복구하여 냉각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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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지만， 본 분석에서는 충전 및 유출 운전시 재장전수 탱크의 용량이 크며 장온의

물이 저장되어 었으므로 상당시간 원자로륜 냉각시킬 수 있으며 재순환 운전을 통해서도

계속 노심의 노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격납건물 배수조의 불을 재순환시키는데

성공하면 사고가종결된다고 가정하였다.

제 5 절 계통분석

과배수사건이 발생할수 있는 핵연료 재장전 쟁지사 또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수후

보수와 같은 청지 유형에서는 많은 기기들이 보수에 의해 이용이 불가능하며， 배관 및

밸브의 배열상돼가 정상운전 상태와 다르며 공학적 안전장치 작동계통 (ESFAS)과 같은

자동작동계통이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 등 계통분석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이러한

사항들은 발전소의 기술지침서를 기본으로 발전소의 운전 이력으로부터 도출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본 분석에서는 핵연료 재장전 기간중 왼자로 계통 수위를 중심으로 정지중 운전 형태와

주요 계통의 보수상황을 나타내는 2장의 그림 2-5롤 이용하여 각 계통의 보수 이용불능

상황을 도출하였다. 이표의 가로축에 표시된 시간들은 원자로가 정지된후의 경과시간과

각운전 상태가유지된 시간을 냐타낸다. 영광 3.4호기는 현재 핵연료 재장전 정지이력이

없기 때문에 영광 2호기의 6.7차와 영광 I 호기의 7차 핵연료 재장전 기간의 이력을

산술펑균하여 운전λl 간을도출하였고 보수현황은 영광 3，4호기의 기술지침서를 중심으로，

영광 1 ，2호기 및 고리 3 ，4호기의 핵연료 재장전 및 정기점검 보수공사공정표 [3-15 ， 3-16]의

정보룰 검토하여 가쟁하였다.

천위 (front-line)계통은 주로 train B에서 보수가 시행되고 정지 냉각계통은 두개의 train이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보조 (support)계통 들도 보수가 시행중이지만

전위계통의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수가 이루어 진다고 가정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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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냉착수계통(CCWS)은 πain단위로 보수가 이루어지지않고 train내에 3개의 펌프중

I 개씩 순차적으로 보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쟁하였다. 모든 자동 작동계통들은

보수기간중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가쟁하였다.

1. 고압안전주입계통

고합안전주업계통은 재장전수 탱크 (RWT)로부터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냉각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2). 과배수사건 발생시 고압안전주엽계통은 원자로

냉각재 보충， 충전 및 유출운전의 충천수단과 충전 및 유출 운전 이후 장기냉각 운전 등

다양한 기능을수행한다.

영광 3， 4호기 배수 운전 절차서 [3-17] 에는 과배수 사건 발생시 냉각재툴 보충하기 위해서

고압안전주입계통을 항상 가동준비 상태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 train B는

보수에 의해 사용히 불가능하여 train A는 대기 상태로서 각기기논 배수작엽전에 적절한

시험을 통해 가동성이 확언되어 가동 요구시 보수 및 시험에 의한 이용불능도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냉각재 보충 운전모드에서의 고압 안전 주입 계통은 운전원에 의해 대기중인

train A의 펌프를 기동시키고 4개의 격리밸브중 1개를 개방시켜야 한다. 이때 최소

유량관에 대한 고장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압력이 과배수사고 발생시 충분히 낮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충전 빛 유출 운전시에 고압얀전주입계통은 충전수단으로 사용되며 냉각재 보충시와

사용조전 및 운전원의 조치 내용은 같으나 냉각재 펌프가 가동후 계속적인 운전이

유지되어야하며 재장전수 탱크의 물이 고갈된 이후에는 장기 냉각기능 수행을 위해 고압

안전 주입 펌프의 흡입원을 재장전수 탱크로 부터 격납용기 배수조로 전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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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합안전주입계통

전출력 운전시에 저압안전주입계통은 대형 냉각재 누출사고와 같이 급격하게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수량 몇 압력이 감소되었을 때 재장전수 탱크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원자로

냉각채 계통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렴 3-3), 저온정지시에는 고온관으로 부터

원자로 냉각재를 홉입하여 정지냉각 열교환기를 통해 기기 냉각수로 냉각시킨후 다시

쳐온관으로 재순환시켜 잔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렴 3-4).

과배수사건때셔 저압안전주입계통은 원자로 냉각재 보충 및 정지냉각 기능을 수행한다.

원자로 냉각 보충시에는 저압안전주입펌프를 이용해 재장전수 탱크로부터 물울 원자로

냉각재 계풍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지냉각 기능 수행시에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고온판으로부터 고용의 냉각재를 홉입하여 정지냉각 열교환기 풍해 냉각재를

냉각시켜 져온관으로 재순환 시키는 운전을 수행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전 중이던 train A의 저압안전주입 (정지냉각) 펌프는

과배수사건 발생시 공기유입에 의해 가동이 정지되면 자동 이후 상당시간 재거동이

불가능하다. 과배수 사건 발생시 πain B의 저압안전주입 휩프는 이미 정지냉각 운전을

위해 밸브 및 배관이 배열되어 있어 즉시 가동 대기 상태이다. 따라서 저압안전주입

계통이 냉각재 보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펌프의 흡입원을 운전환이 냉각재

고온관애서 재장전수 탱크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저합 안전 주업 계통을 냉각재 보충

기능에 사용후 다시 정지냉각 계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흡입원을 재장전수

탱크에서 냉각재 고온관으로 바꾸어야한다.

사고경위 분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배수사건으로 인한 정지냉각기능상실시 냉각재

보충을 위해셔는 고압안전주입계통， 화학 및 체척제어계통 및 격납용기 살수계통， 또는

저압안전주입계통 등이 사용되며 냉각재 보충서 어떤 계통을 이용하였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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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안천주업계통 train B의 계통 배열 상태가 달라져 운전에 차이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train B툴 이용한 냉각채 보충기능， 냉각재 보충시 저압안전주입계통 사용여부에 따른 정지

냉각기능 수행에 대해 세개의 고장수목을 구성하였다.

3. 격납용기 살수계통

격납용기 살수계롱은 두개의 πain으로 구성되어 았으며 열교환기는 정지냉각계통과

풍유하고 있다 (그림 3-5). 본 분석에서 train A는 운전 대기중이며 train B는 보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격납용기 살수계통의 본래 목적은 냉각재 상실 사고，

격납용기 내부의 증기관파단사고등과같은 격납용기 내부의 냉각이 필요할때 재장전수

탱크의 물을 격납용기 내로 뿌려 주거나 재장전수 탱크의 물이 고갈되었을 때에는

격납용기 해수조의 불을 열교환기툴 통해 냉각시킨후 격납용기내로 뿌려주는 기능이지만

과배수사건에서의 격납용기 살수계통은 냉각채 보충 및 정지냉각 가능을 수행한다(그렴

3-4).

배수중에는 저압안전주입 펌프가 정지 냉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 및 압력이 낮아 격납용기 살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정지냉각 기능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밸브 빛 배관이 배열되어 있다. 격납용기 살수계통을 냉각재

보충수딴a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지냉각 기능 수행을 위해 배열되어 었던 밸브의

조작을 통해 적절히 배관을 배열하여야 한다. 정지냉각 기능 수행 단계에서는 기능

수행전 냉각재보충 수단으로 어떠한 계통이 사용 되었는가에 따라， 조작되는 밸브가

다르다. 즉 고압안전주입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저압안전주업계통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격납용기 살수계통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격납용기 살수계통의 초기 상태가

달라진다. 따라서 train A를 이용한 냉각재 보충기능 냉각재 보충시 격납용기

살수겨l통이용 여부에 따른 쟁지냉각기능에 대해 세개의 고장수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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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은 붕소 농도조절 냉각재펌프 밀봉수 공급， 소량의 냉각재 재고량

조절 및 핸자로 냉각재계통의 압력 조절퉁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냉각재 배수시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은 충전 유출 및 밀봉수주업을 위해 계속 가동된다， 과배수사건이

발생하변 화학 및 체적 제어 계통은 냉각재 보충 기능 수행을 위해 사용된다. 본

분석에서는 펌프 A는 가동중이나 충전 기능은 수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펌프 C는

대기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여 고장수목을구성하였다.

5. 안전감합계통 (SDS)

안전감감합계통은 전출력 운전에서와 같이 충전 및 유출운전시 유출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으로 다른 계통들과 탈리 전용 직류전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개의 트레인이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고장수목을 구생하였다.

6. 보조계통

전기 및 기기냉각수와 같은 보조계통들은 전위 계통들과의 상판판계 및 배수시 발전소

보수 현황에 맞게 고장수목을 구성하였다.

전기계풍은 bus 던위의 보수는 수행되지않고 Division A의 비상 디젤 발전기 만이

보수중이며， 기기냉각수계통 이나 필수용수계동 (ESWS) 등의 보조계통은 각 train내에서

한개의 sub-train에 대해서 보수가수행된다고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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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인간신뢰도분석

1. 서론

본 절애서는 정지저출력 운전시 특정 사고 조건에서의 인간신뢰도분석 (HRA)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정지저풀력 운전중에서도 부분충수 운전에 들어가기 위한 원자로 냉각재

배수 운전시， 과배수로 인한 정지냉각 상실 사고에 대해 모든 관련 인간오류를 파악하고 그

발생 오류 확률값을 예측한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월전 안전성에 운전왼 행위가 큰 영향 인자임이 밝혀짐에 따라， HRA는 PSA의 중요 수행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운전 조전 빛 여러 제반 상황이 정상출혁운전 중일 때와는

상당히 다른 정지저출력시에는 운전원의 행위가 사고 종결에 보다 중요한 영향인자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러나， WASH-1400[3-1]이후 여러 종류의 HRA 방법론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적으로 통일된 방법이 없는 상태로 관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형펀이다. 기존의 HRA 방법들은 특히 정상출력운전 상황에서의 HRA

수행에 춧점을 두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지저출력시 HRA 수행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수행영향 인자나 주

제어반 운영 조직， 작업의 생격 둥이 정상출력운전 중과는 상당히 다름에 따라 이들

인자들의 영향을 적절히 펑가하는 분석쳐l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원 오류

펑가의 중요한 영향인자 중 하나인 절차서 유무 빛 절차서 수준 작업여유시간 등이

출력운전 중 H뻐 수행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명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분석에서의 저출력/정지시 HRA는 정상출력운전시 HRA 수행 절차서툴 기본요로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수행영향인자 적용 법칙을 수쟁하여 사용하였다. 본문 2에서는 기

수행된 PSA에셔 적용된 저출력/정지시 HRA 방법틀을 간단히 살펴보고， 3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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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분석된 인간오류 사건들에 대한 셜명 및

평가자료는 4에 정리되어 있다.

2. 정지저출력시 HRA 방법론조사

본 절에서는 기 수행된 정지저출력시 PSA중 대표적인 것으로 Surry PSA, System 80+ PSA

및 프랑스 EdF 1300 PSA 등을 검토하였다. 이 중 Surry PSA는 SLIM [3-18], System 80+는

THERP [3-19], EdF 1300 PSA는 HeR [3-20]과 THERP을 조합하여 HRA툴 수행하였다. 각

방법틀의 간략한비교가표3-1에 정리되어 었다.

가. Surry Mid-Loop PRA

Surry PSA는 2단계에 결쳐 수행되었는 데， 2단계에서 사용된 SLIM 기법은 1984년

Embrey에 의해 개발된 방법으로 decision theory 에 근거하고 있다. 특쟁 장황에서의

인간오류는 수행영향인자들의 조합된 영향에 좌우되며 전문가로 부터 얻어진 각

영향인자의 가중치 및 순위에 근거하여 각 인간오류에 대한 SLI를 도출한다.

인간오류확률값(HEP)과 nonnalize된 SLI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logarithmic 함수 판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log { Prob (Success) } =a • SLI + b

여기서 a, b는 경험적으로 도출된 상수항들이다. 이 상수항들을 결청하기 위하여 최소한

HEP를 알고 있는 두 개의 작엽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3-7에

기술되어 었다.

인간오류 유형을 다음과 같이 4 개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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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기사건 발쟁전 일상행위 (Routine Action before an IE)

b. 초기사건을 유발시 키눈 행위 (Actions that can Cause IE)

c. 초기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운전원 행위 (Dynamic Operator Actions

Accomplished during the Plant Response to an IE)

d. 사고복구행 위 (Recovery Actions)

이중 초기사건 전에 발생한 인간오류는 l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초기사건 관련 인간오류는 초기사건 발생빈도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머지 c, d

항목은 SLIM 기법을 적용하여 HEP를 산출하였다.

Surry HRA에서는 아래와 같은 총 7 개의 수행특성인자(PSFs)를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는 각

수행특성인자에 대해 인간오류별로 가중치 및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a. 작엽상황

• 이전과현재작업의중요성

- 시스탬 인터페이스와 지시계 상황

• 필요 행위를 수행하는 시간의 척절생

a. 작엽자체요구조건

- 절차서 수준

- 작엽 복잡도(자원， 통신， 위 치)

a. 운전원의 인지/섬리적 측면

- 작업과 관련된 훈련과 정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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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및 환경 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나. System 80+ Shutdown PRA

System 80+ 정지저출력 PRA에서 [3깅 I] 사용된 HRA는 NUREG/CR-1278의 THERP 기법 및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즉， 인깐의 행위를 셰부 단위동작으로 구분하고， 각 셰부

단위동작 실패 확률을 독립적으로 더함으로 전체 인간오류 확률값을 도출하고 있다.

System 80+ HRA에서는 THERP 기볍을 간략히 적용하는 방식으로세부 단위동작간의 상호

의존생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여러 수행특성인자효과를 하나의 인자로 단순히 처리하고

있다.

계통은 정상운전시 PSA의 계통모댈을 단순화 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초기사건 전에

발생한 인간오류는 즉 시험/보수와 관련된 언간오류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사고 후에

발생된 인간오류는 모두 사건수목 표제로 모멜랭하였으며 이의 분석을 위해 각 사건에

대한 HRA 사건수목을 작성하고 HRA 핸드북 자료툴 기본값으로사용하여 펑가하였다.

System 80+ 주제어실의 개션된 MMI (man-machine interface) 및 캐량 절차서 등의 효과를

하나의 PSF 인자로 고려하여 1/5를 각 단위동작 HEP에 곱하여 대부분의 인간오류 사건을

평가하였다.

다. EPS 1300 liRA

EPS 1300 [3 -4] 에서 사용된 H없는 NUREG/CR-1278 THERP 기법 및 EPRI'에서 개발한

HCR 모탤을 주로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HCR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프랑스 원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전중인 완전이나 시율레이터로 부터 수집된 자료툴 곤거로

시간상관곡선 (time correlated curve)을 재도출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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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PSA어|서와 마찮가지로 인간오류는， 사고 전과 사고 후 인간오류，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고 전 인간오류는 계통 수준에서 모텔링되며， 기본 HEP로 0.03을

사용하고 인간오류에 영향을주는 인자의 수준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이 기본 HEP를

보정하는 절차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영향인자의 확률값은 l 에서 10-3 까지로 보쟁 후의

인간오류값은 0.03·3.0E-5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사고 후 언간오류는앞에 언급한두 가지 모델을사용 평가하였다.

라. KAERI 정지저출력시BRA방법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당해 년도의 정지저출력시 HRA는 정상출력운전시 HRA 수행

절차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상운전에 대한 H없 수행 절차셔는 THERP 및 ASEP[3

22] 절차를 근거로 작생되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정지저출력시의 운전특성이

정상운전시와는 상당히 다르고 그 영향이 클 경우 이툴 전문가 판단에 근거하여

수행영향인자 적용 법칙을 수정하였다. 현재 HRA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계속 수행

중이며， 특히 쟁지저출력시 HRA 방법론은 실무적 분석 절차 확립이 아직 완버되지 않은

상태로 차후 이에 대한연구가계속될 것이다.

모든 인간오류는 사고 전 및 사고 후 인간오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사고 전 인간오류는

계통 신뢰도 모텔에서 고려하고 사고 후 인간오류는 사고경위 분석 단계에서

모텔링하였다. 초기사건 발생과 관련된 얀간오류는 초기사건 발생빈도 계산시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가정하여 HRA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사고 전 인간오류 분석

사고 전 인간오류로는 몇 가지 유형이 있울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인 “시험 빛 정비후

정위치 북구오류 (Not Restored after T&M)" 및 “보정오류 (Miscal ibration)"를 모델링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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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핸칙으로 한다. 사고 전 인간오류는 시험 및 운전 줌의 보수 관련 오류들로， 대부분

출력운전 기간동안 발생하며 따라서 출력운전에 대한 HRA와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우션 출력운전중 HRA 절차서 기술된 션별누락 (screen out) 기준을 적용하여 션별누락되지

않는 사고 전 인간오류는 NUREG/CR-1278 THERP 기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기본조건(실제 절차및 상황확인)

a. 모은 시험， 쟁비， 보정 (test, maintenance, calibration)은 절차서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b. 작엽장에는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 다른 사랍에 의한 점검(독립적 점검이 아닌 어께

너머로 확인하는 정도도 포함)이 수행된다고 가정한다.

2) 정량화

가)“시험 및 정비후 정위치 북구오류” 및 “보정오류”는 절차셔 장의 해당

단계를 누락하고， 이를 작업장에 함께 있는 다른 운전원이 감지 못하여 북구

조치가 실패하는 사건으로 이에 대한 확률값을 다음 자료를 근거로 산출

a. “시험 및 갱비후 정위치 복구오류” 및 “보쟁오류”는 절차서 상의 해당

단계를 누락하는 것으로 NUREG/CR-1278 Table 20-7 item 2툴 적용하여

HEP = 0.003 (EF=3)으로 평가

b. 담당운천원이 상기 오류를 범했을 경우 이를 작업장에 함께 있는 다른

운천원이 감지 못하여 북구조치가 설패할 확률 : 0.1 (Table20-22 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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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EP = 3.0E-3 • 0.1 = 3.0E-4 (median) EF = 3.0

다) 딴일 점검표 (check list)를 갖고 정기적으로 밸브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예로 3달에 l번씩 감시시험 (surveillance test)을 하는 계통이

l달에 1번 점검표를 갖고 기기 상태 점검을 실시하는 청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본 HEP = 3.0E-4 (2함)，

기기상태 점검이 실패할확률= 0.1 (Table 20-22 item 1)

수정 HEP = [3.0E-4 + 3.0E-4 • 0.1 + 3.0E-4 • 0.1 • 0.1] 13

= 1.10E-4 (median)

3) 만일 1)항의 기본가정이맞지 않는경우는다음규칙을따른다.

a. 절차서가 없으면 ASEP 절차서의 기본 HEP = 0.03 (EF = 5) 사용

b. 절차서는 있지만주 운전원의 오류를 점검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 HEP = 0.003

(EF=5) 사용

(2) 사고 후 인간오류 분석

사고 후 인간오류는 크게 다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사고 발생 후의

운전원 행위는 사고 종류 빛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고장진단(fa비t diagnosis) 과정과 상황을

판한한 후 절차서 혹은 기억 속에 있는 내용대로 실제 조치를 취하는 진단 후

작업수행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 및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방법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진단과정에 대한

오류분석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아주 간단한 모멜을 사용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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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단오류펑가

진단과정의 오류는 주로 허용시간에 영향을 받는 다는 가정하에， 최대 진단 허용시간에

대한 THERP진단오류 표룰 사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최대 허용시간(Tm) 추정 : 사고해석， FSAR， 작엽분석(task analysis),타 PSA보고서 및

전문가판단에 근거하여 주어진 작업이 수행되어져야하는최대 허용시간을추정한다.

최대 허용시간 계산시 기준 시점은 운전원에게 관련작엽의 필요률 알리는 정보(alann

혹은지시계 이상)가최초로제시된 시점으로한다.

b. 작업예장 시간(Ta) 추정 : 진단이 완료된 후 작업 위치로 이동하여 적절한 작엽율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발전소 현장조사를 통한 실측 시간이나 시율레이터에서

측정한 작업 시간을 사용한다. 만일 실제 자료가 야용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규칙율

사용한다.

• 문서형태의 절차서를 사용해야 되면， 정확한 진단 후 post-dia양losis actions

시작까지 5분의 시간지연이 있다고 가정

• 주제어실의 주운전판넬 (primary operating panels) 에 있는 기기 조작을 위한 시간

(이동 및 조작 시간)은 l분으로 평가

• 주제어실 안에 있지만 주운전판댈 (primary operating panels) 이 아닌 경우， 기기

조작시간온 2 분으로펑가

• 주제어실밖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이동 및 조작시간측정 (현장조사에 의거)，

만일 운전원들로 부터 이 정보를 얻는다면 2배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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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추정된 시간들을 근거로 진단허용시간 (Td) 결정 : Td=Tm - Ta

d. 참고문헌 3-20의 Table 2-3이용， 진단오류확률값을 산출한다.

e. 상황에 따라 사고에 대한 운전원의 인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던지 혹은 최근 통일한

사건에 대한 직，간첩 경험 및 훈련이 있었던 사건언 경우에는 이툴 고려하여 진단오휴

확률값을 보정해 줄 수 있다.

f 만일 절차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이률 적절히 고려하여 지본 진단오류

확률값을보정해훈다.

(나) 진단 후 행위오류 명가

진단후행위오류가능생은기본오류확률값에 3 가지 큰 영향인자를고려하여 명가할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3가지 큰 영향인자는 첫째， 타 운전원에 의한 북구 가능성. 둘째，

infonnation feedback 수준. 마지막으로 절차셔 스트레스 경험 및 훈련 정도등을 고려하는

수행특성인자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타 운천원에 의한 복구 가능생윤 발전과장이나 발전부장 등이 해당운전원의 세부

수행동작을 구두로 채 확인하거나 어깨너머로 확인하고 초기 오류를 수정하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이 다. infonnation feedback은 인간의 행위는 목적지향적(goal oriented)언 특성이

있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조치， 결과 확인， 오차 조정 등 정보의 feedback을 통한

운전올 반북한다는 가정하에， 이련 정보 feedback이 가능한 설계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원이 밸브 개폐 혹은 펌프 작동을 시키면 이로 인한 유량 및 유압의 변화를

어헌식으로든 확인하고 싶어한다. 이때 제어판넬에 조치 결과를 정증할 수 있는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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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압력계기자 존재한다면 r자신의 조치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부

조치 단계에서의 오류룰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세부동작운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밸브

조작 및 혐프 동착 등과 같은 줌요 조치 풍작만을 모댈링하며， 보수적 관점에서

세부동작들 사이의 의존생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진단 후 조치 행위에 대한 펑가는 아래 절차를 따라 수행된다. 인용되는 table 값은

참고문헌인NUREG/CR-1278의 table값을 의미한다.

a. 작업분석 (task analysis)툴 통해 위에서 언급한 영향인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기본 세부동작을 파악하고 각 채부동작 실패 확률을 0.01 (이하 median value)로 할당

(Table 20-7 item 4; 절차서중 해당동작의 수행 누락 확률)

C. 각 세부동작 오류에 대해 발전과장이나 발전부장 등 타 운전원에 의한 복구 실패

확률값 0.1 할당 (Table 20-22 item I; 해당운전원의 세부동작 수행을 구두로 재

확인하거나어깨너머로 확인하고 초기 오류를 수쟁하는 가능성 고려)

d. 주 제어반에 운전원 조치 결과를 명확히 확언할 수 있는 압력 유량 혹은 온도 계기가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각 세부동작 오류를 인지하고 북구하는 데 실패하는 확률로 0.02

할당 (Table 20-9 item 4 및 20-10 item 1 확률값에 복구 조치라는 상황인자를 고려하여

upper bound 값 사용)

e. 수행특생인자 고려 (Tabl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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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수행특성인자의 action type결정은 다음 법칙 사용 (THERPIASEP 절차 근거)

• calibration 과 같이 절차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만 수행해도 되는 작엽은 step-

by-step, 조치결과를 추적， 조정하는 feedback 작업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dynamic 으로 구분

• EOP 사용중 안전관련 계통이 고창나는 경우 step-by-step task툴 dynamic으로 재

분류

• 앞에서 언급된 symptom-oriented EOPs 에 대한 extra credit 항옥(well-designed

symptom-oriented EOP가 있고， 이를 근거로 훈련이 수행됩)이 적용 안된다면，

해당 EOP와 관련된 작엽을 dynamic으로 분류

• 한 운전원이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 good cues없이 두 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연 각 작업은 각기 step-by-step에

해당될지라도각 작업을 dynamic 으로 분류

g. 수행특성 인자의 스트레스수준 (stress level) 결정 (ASEP 절차근거)

• 버정상사건이 시작된 후 2시간까지는최소한 moderately high level

• LOCAs 경우 재순환운전(moderately high) 시작 전까지는 extremely high level

• 두 개 이상의 안전관련 계통이 기능상실이면 exπemely high level, 그러나 만일

해당사고 시나리오에 대한훈련이 충분하다판단되면 low bound 값사용

h. 절차서의 유무 빛 수준 고려

一 88-



L 최종 HEP 산출 (진단오류 HEP + 진단 후 행위오류 HEP}. 만일 합이 1.0을 념으면 1.0

사용

마. 정지저출력시 HRA 수행 결과

본 장에서는 부분충수 운전운전에 들어가가 위한 원자로 냉각재 배수 운전시， 과배수로

인한 정지냉각 상실 사고에 대해 모든 판련 인간오류를 파악하고 그 발생 오류 확률값을

예측한 분석 결과툴 쟁리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보수적인 가정치를 근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냐의 사고 시나리오내에 두 개 이상의 인간오류가 모멜령되는 경우 이들 사이의 상호

의존생(dependence)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과뻐수 사건로 인한 쟁지냉각 상실 사고시，

운전원이 사고 핸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행위와 원자로 냉각재를 보충하는 운전원 조치

사야에는 상당히 높은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 즉 사고 원인을 쩨대로 진단하면 최소한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지 운전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인간행위의 진단과정 사이의 장호 의존생으로， 본 분석에셔는 인간오류들 사이의

의존성은 진단과정에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행위 단계에 대한

인간오류에서도 만일 동일한 기능 회복에 여러 가지 조치방법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인간오류들은 상호 독립적이라 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분석하였다. 의존생의 수준은

간단히 완전 의폰성(completely dependence), 완전 비의존성(zero dependence) 두 가지로

처리하였다.

총 7개의 인간오류가쟁의되었으며 정량화자료 및 결과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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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P: Operator fail to diangose the cause of IE(overdraining), and start

or restart SCS pump which resuts in SCS system failure

부분충수 운전 운전을 위하여 배수운전 도중， 수위 계측 장비의 불완천생 혹은 원자로

냉각재에 주입되는 질소의 과주입이나 원자로 냉각재외 진공 발생 등으로 계통 수위를

정확히 맞추지 봇하고 과배수되어 정지냉각 펌프에 공기가 유입되고 결과적으로

정지냉각펌프가청지되는 사건을 과배수(overdraining) 샤건이라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

분석에셔는 실체 수위보다 높운 수위툴 자시하는 tygon tube의 수위를 이용 배수를

수행하는도중에 정지냉작 계통이 cavitation을 일으켜 정지하는 사건을 초기사건으로

결정하였다.

현재의 수위측정장비인 tygonαbe의 수위는 측정 방법 및 기술상의 문제로 실제 수위보다

높거나 낮은 수위를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증기발생기로부터 냉각재가 배수되는 청우에는

수위 지시계통에 심한 요동을 보일 수 있으며， tygon tubeY. 수위지시계통 자체에 공기가

유입되어 정확한 수위지시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 과거의 과배수 사건의 대부분이

수위지시계의 부정확생으로 인한수위조절 실왜로 발생한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간오류 “op"는 이런 장황에서 운전원이 운전중이던 쟁지냉각 펌프의 정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혹은 수위지시계의 수치만을 확인한 후 펑프를 재

기동시키던지 대기중인 휩프툴 기동시켜 정지냉각 계통을 모두 이용불능상태로 만드는

인간오류를말한다.

본 분석에셔는 “op"에 대한 확률값으로 O.t 을 할당하였다. 이 진단오류는 앞에서 언급한

부정확한 수위지시계를 사용한다는 기본 가쟁에 정지냉각 펌프 기동 가능성을 전문가

판단에 곰거하여 추정하였다. 실제 부정확한 수위 지시계를 가정하면 이 보다 높을 수

있으나， 이와 통일한 사건이 이미 여러번 발생했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O.t 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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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단오류 펑가에는 상황에 대한 기본 가정으로 인하여 앞에셔 기술하고 있는 THERP

진단오류 평가 절차률 사용치 못하고 있다.

(2) MU-OP: Operator fail to initiate ReS coolant Make-Up using BPSI,
LPSI,or CSS after success diagnosis of overdraining

운전원의 정확한 상황판단이 이루어지면 정지냉각계통 운전 조건을 북구하기 위해，

계통으로부터 격리되어 고압안전주입 화학 및 체적제어 격납용기 살수계통 또는

저양얀전주입계통 중 하나를 운전원이 선택하여 밸브 및 배관을 배열하고 해당 계통율

운전하여 재장전수 탱크의 보충수를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주입해야 한다. 만일 “ MU

OP"란 운전원이 이 일련의 조치툴제대로수행치 못하는 인간오류를의미한다.

이 작업에 대한 인간행위줌 진단오류는이전 운전원 조치인 “OP"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과배수 초기사건의 원언을 쟁확하 언지했다면후속 조치인 냉각재 북구 작업의

필요성을인지하지 못 할 가능성은없다고 가정하였다.

진단 후 수행과정의 인간오류 펑가는 다음과 같다. 냉각재보충수행에 필요한주요 세부

동작은 5 단계라고 가정하고 냉각재보충 수행 결과는 해당 계통 펌프 하단의 유량계툴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충분한 여유시간 동안 발전과장 등 타

운전원에 의해 초기오류에 대한복구가능성이 었다고 펑가하였다. 스트레스는 moderately

high level, 운전원 숙련도는 저출력 정지시 사고 대처에 대한 훈련 경험이 많지 않은

작엽이라 가정하였다. 작엽의 성격은 단계별로 평가하여 HRA handbook의 표 20-16으로

부터 4배의 PSF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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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C-OP : Operator fail to line up and start 2nd SCS

냉각재 보충이 끌나면 대기중이던 정지냉각 계동을 운전원이 작동하여 잔열제거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 이 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운전원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주입된

냉각재량을 확인하여야하며 이를 확인하기위하여 운전원은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배기를

수행하고 원자로 냉각재계동의 수위가 정지냉각 운전에 적합한 수위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REC-OP"는 냉각재 보충 후 운전원 조착실패로 대기중이던 정지냉각

계통을 이용한 잔열제거 운전을 실패하는 인간오류를 의미한다.

이 작엽 역시 인간행위중 진단오류는 이전 운전원 조치인 “OP"와 직접척으로 연관되어

았다는 가쟁하에 “OP" 성공하면 이 작업에 대한 진단오류는 없다고 분석하였다. 즉，

과배수 초기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했다변 후속 조치인 냉각채 보충작협 및 대겨

정지냉각계통올 이용한 잔열제거운전 재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 활 가능성은

없다고가정하였다.

수행오류는 “MU-OP"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 분석하였다. 냉각재보충 수행에 필요한

주요세부통작은 5 단계라고가정하고 정지냉싹운전 수행 결과는해당계통펌프하단의

유량계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작업 역시 충분한

여유시간이 있어 발전과장 등 타 운전원얘 의해 초기 수행 오류에 대한 북구 가능성이

있다고 명가하였다. 스트레스는 moderately high level, 운전원 숙련도는 정지저출력시 사고

대처에 대한 훈련 경험이 많지 않은 작엽이라 가정하였다. 작엽의 성격은 단계별로

평가하여 HRA handbook의 표 20-16으로 부터 4배의 PSF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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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B-I-OP: Operator fail to initiate F&B operation after failure of

2nd SCS recovery’

만일 정지냉각계통을 통한 잔열제거운전에 실패하면， 운전원은 노심냉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전 및 유출 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충전 및 유출 운전운전은 가능한 냉각재

주입원을 배열하여 냉각재를 주입하고 안전감압계통을 통한 증기나 냉각재 방출율

반복해야 한다. “F&B-I-OP"는 충전 및 유출 운전 운전 필요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시간

이내에 필요한조치를제대로취하지 못할인간오류툴말한다.

이 언간오류 펑가는 진단오류 및 수행오류에 대한 펑가로 구분됩 수 있다. 진단오류는

충전 및 유출 진단여유시간의 함수로 펑가되는 데 이 사고 경위에서 “F&B-I-OP"에 대한

진단허용시간은 최소한 3 시간으로 정상 출력운전시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여유시간이

있다. HRA handbook 표 20-3에 따라 진단요류 기본 확률값으로 1.0e-4를 할당하였으며，

아래에셔 펑가한 PSF를 고려하여 최종 진단오류 확률값을 도출하였다. 충전 및 유출

운전운전은 EOP수준을 넘어서는 FRP(fuctional recovery procedure) 수준의 행위이며，

작업에 대한 훈전원의 부담 퉁이 다른 운전원 행위와는 다톰을 감안할 때， 이전 운전원

행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쟁하여 의존성이 없다고 분석하였다.

수행오류펑가는 충전 및 유출 운전에 필요한주요 세부 동작은 7 단계라고 가쩡하고， 충전

및 유출 운전 수행 J과는 해당 계통 펌프 하단의 유량계를 통한 충전과 l차측 압력

변화를 통해 유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타 운천원에 의해 세부

동작 오류에 대한 복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충전 및 유출 운전은 원전 안전성을

위한 최종 조치로 운전촉변에서의 결과를 생각하면 운전원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주는

운전으로 펑가되고 있다. 충전 및 유출 운전 운전시 스트레스는 moderately high level,

운전원 숙련도는 저출력 정지서 사고 대처에 대한 훈련 정험이 많지 않은 작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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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작업의 생격은 dynamic으로 펑가하여 HRA handbook의 표 20-16으로 부터

10배의 PSF툴 도출하였다.

(5) F&B-Il-OP: Operator fail to initiate F&B operation after failure of

IE diagnosis which result in loss of core heat removal

“ F&B-I1-0P" 인간오류는바로 이전의 “F&B-I-OP"와 동일한 유형외 인간오류이다. 다만

운전상황이 “F&B-I1-0P"에서는 초기사건인 과배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쟁지냉각

계풍을 조작， 정지냉각계통을이용불능상태로만든 사고 상황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은

“F&B-I-OP"와 동일하나 사고 진행 과쟁의 상대쩍 시급생 및 적운 여유시간 등으로

운전원이느끼는 압박캄응“F&B-I-OP"에 비해 상대적으로높을것이라판단된다.

이 사건이 “F&B-I-OP"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최소한 2 시간으로 출력운전시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한 여유사간을 갖는다. HRA handbook 표 20-3에 따라 진단오류 기본

확률값은 1.0e-4를 할당하였으며， 이 상황에 대한 PSF툴 고려하여 최종 진단오류 확률값을

도출하였다.

수행오류펑가는 PSF툴 제외하고는 “F&B-I-OP"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충전 및 유출 운전 운전은 운전원들에게 상당히 큰 부당을 주는 운전으로

스트레스는 extremely high level, 운전원 숙련도는 저출력 정지시 사고 대처에 대한 훈련

정험이 많지 않은 작엽이고， 작엽의 성격은 dynamic으로 펑가하였다. HRA handbook의 표

20-16 및 전문가판단에 근거하여 “F&B-II-OP" 인간오류에는 15배의 PSF툴 고려하였다.

(6) LTC-OP: Operator fail to initiate long term cooling by recirculation

충전 및 유출 운전 운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어느 시점에 도달해셔 재장전수 탱크의

수원이 고갈될 것이며 장기노심냉각을 위한 조치로 격납용기 배수로부터 냉각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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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순환시키는 운전을 시작해야한다. “LTC-OP"는 재장전수 탱크의 냉각재 저수위 감지

및 재순환 운전 필요에 대한 인식 실패나 수행 조치 잘못￡로 장기노심냉각에 실패할

인간오류를의미한다.

이 작업에 대한 진단오류는 사고 발생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충분한 상황 판단 시간

및 지원 조직의 가동으로 상황 인지 능력이 강화되었다논 가정하에 무시할 만큼 작다고

펑가하였다.

수행오류 펑가는 재순환 운전 수행에 필요한 주요 세부 동작은 5 steps이라 가정하고，

재순환운전 수행 컬과는 해당 계통의 유량계를 통하여 쉽게 확인활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충분한 여유시간 및 지핸 조직의 가동으로 타 운전원에 의해 세부 동작 오류에 대한 복구

가능성이 있다고 모델하였다. 스트레스는 optimum level, 운전원 숙련도는 작업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가정하였으며， 작업의 성격옹 step-by-step으로 평가하였다 HRA

handbook의 표 20-16으로 부터 1배의 PSF를 도출하였다.

제 7 절 정량화결과

정량화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된 KlRAP (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올 이용하였다. 과배수사건 사고경위 쟁량화시 냉각재보충시 이용된 계통과

갱지냉각 기능회복조치 사이에는 계통간 상관 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각 계통간의 상관 관계를 compliment를 사용하여 처리 정량화

하였으며 cut off~옹 IxlO-IO을 사용하였다.

정량화 결과 각 사고경위별 정량화 결과는 표 3-2에 나타나 었으며 총 노심손상 빈도는

3.5xl0-S으로 나타났다. 사고경위별 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과배수사건 발생후 운천원이

초기사전을 파악하지 못하여 대기중인 train B의 정지 냉각 계동을 가동시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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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홉압에 의해 펌프의 고장을 유발시킨후 충전 유출 운전 과/또는 장기 냉각 운전

실패를 나타내는 사고경위 QY-7과 QY-8이 주요한사고 경위로 나타났다.

제 8 절 민감도분석

1. 개선안

사고경위 정량화 결과 노심손상빈도가 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노심손상번도에 기여도가

큰 사고경위툴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션안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션효과를

펑가하기 위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가지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첫번째는 격납용기 살수펌프률 이용하여 쟁지냉각

기능을 수행하논 것이다. 격답용기 살수계룡은 설계시 정지냉각가능을 수행할 수 있도톡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영광 3.4호기에는 부분충수시 정지냉각장실에 대한 비상운전

절차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수 및 부분 충수운전에 관한 청장

운전 절차서에도 이에 대한 기술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셔 과배수사건 발생으로

가동중이던 정지 냉각 끼능이 상실되고 대기중인 저압안전주입 펌프E의 고장이 발생하면

운전원이 격날용기 살수계통을 이용하여 정지냉각기능을 회복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격납용기 살수계통을 이용하여 정지 냉각기능을

회복시키는 절차가 절차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었고 운전현에 대해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졌을때률 첫번째 개션안으로 제시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번째 개션안은 GLl88-17 [3-23]에서 제시한 tygon tube와 독립적인 수위지시계를

설치하는 개션안을 평가하였다. 사고경위 분석에서 셜명한 바와 같이 과배수사건은

부쟁확한 수위지시계에 의해 발쟁하여 이후에도 부정확한 수위툴 지시하여 운전원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tygon tube와 완전히 독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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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지시계툴 사용할 때에는 과배수사건발생에 대한 초기사건발쟁빈도툴 낮출 수 았으며

과배수사건 발생이후 운전원이 초기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큰도움을 줄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초기사건 발쟁빈도에 대한 영향은 정확히 정량화하는데 어려옴이 있어

운전윈의 판단에 대한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셔l번째 개션안은 격납용기 살수펌프툴 이용하여 정지냉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OL/8S-1?

에서 제시한 tygon tube와 독립척인 수위지시계툴 설치하는 개션안 모두툴 채택한 것이다.

2. 만감도분석결과

격납용기살수계통을 이용한 정지 냉각기능 회복조치에 대한 절차서툴 갖추고 적절한

운전원에 대한 훈련을 취하는 개션얀 l에 대해 그렴 3-6과 같이 사건수목을 구성하고

쩍절한 고장수목을 구성하여 쟁량화 하였다. 사건수목에셔 OP-BAK으로 나타나는 표제는

운전원이 과배수 사건이 발생하고 초기사건에 대한 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중인 정지 냉각 펌프를 가동시켜 휩프에 고장을 발쟁시킨 이후 운전원이 초기사건에

대해 다시 진단을 수행하는 표쩨로 인간오류 확률값은 0.01 이다. RE-CSS는 격납용기

살수계통을 이용하여 정지냉각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울 나타내는 표제이다.

개션안 I 에 대한 각 사고경위별 노심손상빈도는 표3-3에 나타나 있으며 노심손상빈도는

1.66xl0용으로 가본천우에 비해 약 1/20로 감소하였다. 기본 경우에는 과배수사건발생시

운전원이 초기사건율 적절히 진단하지 못하면 대기중인 정지냉각계통의 고장을 유발시킨

이후 바로 충전 및 유출 운전과 장기 냉각 기능을 통해 노심손상을 방지 하였으나 개션안

l애셔는 운전원야 과배수사건임을 다시 인지하여 냉각재를 보충하고 격납용기

살수계통을 이용 쟁지 냉각 71능올 회복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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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88-17의 권고와 같이 독립적인 수위지시계툴두개 설치하는 개션안2에서는 노심손장

빈도가 4.68x10용으로 가본경우에 비해 약 1 /7.5로 감소하였으며 각 사고경위별

노심손상빈도는 표 3-2에 나타나 있다. 개션안 2에서는 두개의 독립적인 수위지시계

설치로 인해 초기사건을진단하지 못하는운전원 오류 확률 (0.01)의 감소가노심손상빈도

변화의 원인으로나타났다.

재선안 l과 개선안 2툴 동시애 채택한 개선안 3에서는 노심손상빈도가 4.73xIO·7로

나타났으며 기본경우에비해 약 1/62로 감소하였으며각 사고경위별노심손장빈도는표 3

3에 나타나있다.

그림 3-7혜 각 셜계 개선안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를 비교하였다.

제 9 절 결론

과배수사건에 대해 사고경위를 갱량화한 결과 l 개의 사고정위 임에도 불구하고 노심손상

빈도가 3.5x1O.~으로 비교적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은 영광 3.4호기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아직까지 버상운전 절차서에 부분 충수운전에 대한 사항이 며비되어 있어

여러가지 사항들을 정상운전 절차서를 근거로 하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결과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는 특정 발전소에 대한 안전도툴 계산하기 보다는

국내외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저출력/정지시에 대한 PSA 수행시 일반적인 전출력

PSA와 다르게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PSA의 일반적언 수행

순셔순으로 각단계에서 나타난 문쩨점들올 기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저출력/정지시 PSA 수행시 해결하여야할사항들이다.

POS의 분류 그 자체와 분류시 여러가지 발전소의 자료툴 검토하고 정리하여

처출력/정지시 PSA의 각단계에셔 사용하는 발전소 상세쟁보확 정리 및 문셔화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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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출력/정지시 PSA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POS에 관한 사함은 2장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본 장에셔는 다시 다루지 않았으나， PSA 수행 각 단계에셔 POS 분류 및 관련된

정보의 이용이 필요한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초기사건을 과배수사건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초기사건의 션정 및 분류 과정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인 초기사건선정 및 분류

과정은 POS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출력에 대한 PSA에서의 초기 사건 분류 및

션정은 발생가능한 모든 기인자 (initiator)툴 일반경험자료， 발전소 설계자료 및 운전경험

등을 검토하여 파악하고 이들을 재분류하여 최종적인 초기사건을 션정하게 된다.

저출력/정지시에는 다양한 POS가 존재하기 때분에 각 POS 에 따라 발생가능한

초기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출력 PSA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데는 어려웅이 많다. 따라서

저출력/정지시 PSA에서는 기폰 PSA에서 다루는 초기사건， 사고사례， POS의 특성에 대한

검토 및 기수행된 저출력/정지 판련 보고셔 등을 검토하여 모든 발생 가능한 기인자들을

파악하고 이틀 기인자들이 각 POS에서의 적용 여부툴 판별하는 방식으로 초기사건을분류

션정하여야 한다. 초기 사건 선정 단계에셔는 POS 분류시 얻어지는 발전소의

계통배열상태， 노심의 상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엽의 종류 및 격납용가 장태 등 다양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훨요하기 때문에 초기사건 분류 및 션쟁 업무 수행과 POS 분류 수행

엽무는매우밀접한관계속에서행해져야한다.

초기사건이 선정되면 일반적으로 사건 수목을 구생하는 사고경위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는 사고경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부촉으로 많은 가쟁이

이루어졌다. 첫째 운전 경험의 부재로 초기 조건 즉 과배수 사건 발생 당시의 POS에 대한

가쟁이 이루어졌고， 두번째로는 열수력학적‘계산등 결정론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발전소

거동분석결과의 부족으로 발생한 가정이다. POS 분류시의 정보는 실제적인 PSA

수행에셔는발전소에 대한 정험자료를수집하여 분석하여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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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야하는 쟁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션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침을 작성 POS

분류 업무수행시 제공하여야한다.

사고경위분석에서 사고의 완화에 사용되논 계통의 성공기준 및 조치 여유 시간등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사항틀은 주로 발전소의 열수력적 거동분석을 통해

얼어진다. 현재 저출력/청지시 발전소의 열수력학적 거동분석은 대부분의 발전소 거동

모사 전산쿄드가 고온고압의 출력 운전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쩨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태해서는부룩 3·A에서 장셰히 다루어졌다.

계통분석 시에는 표제에 나타내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쩨통을 파악하고

각계통의 초기사건발생시의 배관 및 밸료 배열상태를 적절히 모멜링하여야 하며，

저출력/정지시에는많은 기기들에 대해 보수 및 시험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륜 계통 및

기기들의 이용불능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계통운전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인 설계

문서에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의 계통운전 절차서 및 각 POS에 관련된 운전

절차셔툴 검토해야만 하며，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정비일지 발전과장일지 및 공사보고서

풍을 검토하여 휠요한정보률 도출 사용하여야한다.

이번 분석에서 다룬 과배수사건에서는 동일 계통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동일

계통이 시간적인 전후관계툴 가지고 사용될 때에는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운전에 따라

차후의 계통상태가달라질수 있으며 이를고려한적절한고창수목구생이필요하다.

저출력/쟁지시에는 자동작동계통의 대부분이 오풍작울 방지하가 위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원의 조치가 많기 때문에 인간신뢰도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셔에서는 6절에서 저출력/정지시의 인간신뢰도 분석에 대해셔 간략하게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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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인간 행위간의 의혼생 문제 해결등 여러가지 문제가 남아

있어 이에대한해결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저출력 쟁지시의 사건수목은 전출력 운전시보다 간단하다. 따라서 단순한

정량화시에는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통분석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뒤의 표제가

전 표제의 조건에 따라 계통 상태 및 운전 방법이 달라질 때에는 complement 사용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하지만complement사용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져출력/쟁지시에는많은

수의 사건수옥이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동적인 사고경위분석 기법과 같은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셜명한 바와 같이 저출력/정지시의 PSA 수행에는 입력자료의 양， 방법론의 미비，

보조열수력 계산의 여려웅 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수행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민감도 분석 결과에셔 알 수 있듯이 저출력/정지시에는

절차서의 개션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산뢰도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처출력/정지시

PSA 수행을통해 얻어치는 결과를 토대로발전소안전생 향상에 상당한기여률할수 있을

것으로예장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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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

SLIM (Success Likelihood Index Method)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HCR (Human Cognitive Reliability)

HEP (Human Error Probability) 인간오류확률

PSFs (perfonnance shaping factors) 수행특성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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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기본설계 몇 개선안 2에 대한사고경위별 정량화결과

No 사고경위 기본설계 개선안2

3 OVIE*REC* LTC 6‘ 7E-7 6.7E-7

4 OVIPREC* F&B-I 1.7E-6 1.7E-6

5 OVIE*MU 2.1E-7 2.1 E-7

7 OVIE*OP*LTC 7.4E-6 7.4E-7

8 。IVIE*OP
1t
F&B-1I 2.9E-5 2.9E-6

Total 3.5E-5 4.68E-6

표 3-3. 개선안 1과 3에 대한사고경위별 정량화결과

No 사고경위 개선안 1 개선안3

4 。VIE*REC* RE-CSS*LTC 4.1E-8 4.1E-8

5 。VIE*REC* RE-CSS *F&B-I 9.5E-8 95E-8

6 OVIE*MU 2.1E-7 2.1 E-7

9 。VIE*OP*REC-CSS*LTC 3.1E-7 3.1 E-8

10 OVIE*OP*REC-CSS*F&B-I 6.3E-7 6.3E-8

11 OVIE*OP*MU 1.7E-9 1.7E-10

13 。VIE*OP*OP-BAK*LTC 7.4E-8 74E-9

14 OVIE*OP*OP-BAK*F&B-II 2.9E-7 2.9E-8

Total 1.66E-6 4.73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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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설계개선 대안에 대한노심손상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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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A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켜l통상실사고열수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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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1를르
-. --, 3-A.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상실사고

열수력해석

제 1절 서론

1. 개요

원자력발전소 운전중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창치， 원자로냉각재계통 관련 밸브，

증기발생기 세관 등과 같은 기기의 점검 몇 보수를 위하여 원자로 정지후 원자로냉각재

수위를 고온관 혹온 저온관 중간수위로 유지하는 부분충수 운전을 할 필요가었다. 발전소

운전정지후 부분충수 운전중일 때의 발전소 작동상태는 과거 대부분의 연구가 집줌되었던

전출력 운전시의 상태와는 현저히 다르다. 부분충수 운전시의 특정은 노심출력이 낮아셔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저압‘ 져온 상태이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은 냉각수가 배수되어 수위가

낮으며 냉각재 수위 장부 체적들은 공거나 비용축생기체 (주로 켈소}로 충진되어 있으며，

다양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멜폐들이 느슨한 상태에 있을 수 었다. 이러한 부분충수

운전줌에는 노섬에서 발생하는 핵분열 생생 붕괴열을 제거하기위하여 정지냉각계통이

작동하고 있다. 만약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어 가능을 상실하고 다른 노심봉괴열

제거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원자로 냉각재가 가열되어 노섬 냉각재의 벼등을 야기하고，

이는 노섬노출 및 핵연료 과열을 초래하여 굳극척으로 노섬손상을 일으킬 가능생이 있다.

쟁자냉각계통 기능상질의 원인으로는 정지냉각계통 펌프의 고장 교류천원 상설， 그리고

원자로 냉각재 배수중 수위지시계의 부쟁확으로 인하여 냉각재를 과도하게 배수시켜

가동중인 정지냉각펌프의 흡입배관으로 공기가 유엽되어 펌프가 가동중지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상실사고는 외국의 경우 1986'건 7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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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fold 3. 1987년 4월 Diablo Canyon 2. 1990'년 3윌 Vogtle I 원자력발전소 동에셔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도 1984년 6월 고리 2호기‘ 1987년 10월 고리 3호기에셔 부분충수

운전중 쟁지냉각계통 장설사고가발생하였다.

미국 쩨스탱하우스사의 4루프형 원자로인 Vogtle 1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핵연료 재장전을

위한 발전소 운전쟁지시 잔열제거계통 기능상심 사고가 열어났다 [3A-l]. 사고가 발생할

당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 수위는 고온관 중간수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외

냉각재 상부 체적들은 공기로 채워져있었다 사고의 발단은 변전소에셔

잔열제거쳐l통으로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사고로 장설되면셔 열어났고 디첼발전기가즉각

작동되지 않고 사고후 36분이 경과한 후에 발전기 l대가 작동되어 잔열제거계통에

공급되는 천원이 복구되었다. 이 기간동안 원자로 냉각재 온도는 90 of (32° C) 에셔 136

OF (58 °C)로 증가하였고 냉각재 수위는 고온관 중간 수위를 유지하였다. 잔열제거계동이

복구되면서 냉각재 가열을 중지시키며 발전소가 쟁상으로 복구되었다. 1987년 10·웰 고리

3호기에셔는 증기발생기 Nozzle Dam 셜치를 위해 부분충수 운전중 고온관 수위지사계의

오류로 과배수되어 가동중인 잔열제거 펌프의 홉엽배관으로 공기가 유엽되어 펌프가

가동중지되는 잔열제거계통 장설사고가발생하였다. 사고후 33분만에 재장전수 저장탱크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RWST)에 있는 물을 강제 주입하고 잔열제거펌프흘

재가동시켜 사고의 진행을 막았다.

부분충수 운전중 쟁자냉각계통 상설사고가 발생하면 발전소 운전상태와 가능한

냉각방법을 확인함으로써 사고시의 열수력현장 몇 사고진행을 조절할 수 있다.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동 상실사고시 가능한 냉각 및 사고완화 방법으로는 배기관 (vent path)

확보， 역류웅축 (reflux ∞ndensation) ， 중력주입 (gravity feed), 안전주엽과 급수 및 배수 (fi야d

and bleed), 그리고 재순환냉각 (recirεulation coohng) 둥이 있다. 갱지냉각계통 상설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및 온도가 상승하게되는데 이 때 과압을 방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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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셔는 배기관 확보가 펠요하며， 가능한 배기관은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 작업자출입구

(rnanway), 가압기 얀전밸브 및 보호밸브， 그라고 원자로 장부 및 가압기 상부 배가관 등이

었다. 역류웅축은 고온판에셔 발생한 증기가 증기발생기 세판으로 유엽되어 증기발생기

2차측과 열전달을 하는 과정에셔 증기가 응축되어 고온판으로 다시 유입되는 현장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웅촉수가 원자로냉각재계동을 냉각하여 가압 및 가열을 지연시킬 수

있다. 중력주입은 재장전수 저장탱크에 있는 물이 중력에 의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엽되는 현장으로셔 안전주입계통에 의한 캉제주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피동적 안전주엽방식이다. 생공적인 중력주입을 위해서논 배기관 확보가 필수요건이다.

안전주입과 급수 및 배수는 전출력시와 마찬가지로 전기가 이용가능하고 계통에 기계적

고장이 없으며 기기가 보수상태에 있지 않을 경우에 얀전주입계통에 의해 재장전수

저장탱크의 찬물을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주입하여 냉각시커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원자로냉각재계몽이 과압될 경우에는 적당한 배기관을 확보하거나 가압기

과압방지밸브를 열거나 하여 배수 φIced)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재순환냉각은 얀전주업을 하여 재장전수 저장탱크의 물이 고갈되었을 경우 격납건물

하수조 (sump)에 고인 물을 취수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채주엽하는 방식이다.

2. 판련 연구현황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상설사고시 과도기는 원자로 형상， 노심 열출력 수준，

배기관 확보여부， 재장전수 저장탱크의 위치 빚 작동여부‘ 바웅축생기체의 존재여부， 이용

가능한증기발생기 수 증기발생기 2차측 조건 등 여러가지 인자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언자에 의해 좌우되는 쟁지냉각계통 장성사고 과도가시 사고완화를 워하여

가능한 운전조건 및 다양한 냉각방법여 정리되었다 [3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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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지냉각계동 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ROSA-IVιSTF 대형 실험장치에셔 설험을 행하였으며 [3A-3], BETHSY

실험강치에셔도 설험이 수행되었다 [3A-4] Hassan and BanelJee [3A-5]는 ROSA-IVIl‘STF

실험장치에서 수행된 부분충수 운전시 저온관 파단사고 실험을 RELAP5IMOD3로

모의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셔 쿄드의 정지냉각계통 상설사고 모의 능력을

평가하였다. 미국 꿰스탱하우스 사에서는 TREAT-NC 쿄드를 사용하여 가압경수로

원자로에서 부분충수 운천중 쟁자냉각계통 장설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가열 몇

가압과정을 해석하였다 [3A--6]. 한편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I없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에서는 RELAP5IMOD3 쿄드를 이용하여 훼스탱하우스형 3루프

원전에서 부분충수 운전중 쟁지냉각계통 장설사고시 역류웅축 효과에 주관점을 두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사고시 열수력 거동을 해석하였다 [3A-7].

3. 연구목적 및 중요성

국내 원전에셔도 부분충수 운전의 중요생을 언식하여 각 발전소별로 다양한 쿄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잔열제거기능 상실후 회복절차나 사고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수력학적 거동 및 냉각재의 비등 몇 노섬 노출 시간에 대한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상설사고에 대한 국내연구가 관심의 대상야 되며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가동중인 국내 원전에의 적용 몇 해석은 아직 미미하다.

본 연구에셔는 국내 실제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상심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수력학적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영광 원자력발전소 3/4호기를

대상으로 열수력 전용 쿄드인 RELAP5IMOD3.1 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사고 발생시

여러가지 냉각방법 및 사고완화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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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역류웅촉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동 냉각효과를 고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다읍과 같다. 이상에서 언급한 냉각방법중 사고발생시 증기발생기 세관에셔

일어나는 역류웅축에 의한 냉각방식은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없는 자연적인 열전탈 현장에

의한 냉각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발생시 역류웅축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효과가 노섬에셔 발생하는 붕꾀열을 제거하는데 충분하다는

것만 열수력 해석으로 입증된다면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장심사고는 더

확대되지 않고 완화될 수 있다. 만약 역류응촉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효과가

노섬에셔 발생하는 붕괴열을 제거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노심 비등 및 노심 노출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면 운전원 조치에 필요한 시간등을 제공할 수 있기때문에 원전

안전생 향장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후 과도상태 해석시 주관심의 대상은 역류응축에 의한 증기발생기의 노섬 붕괴열

제거 능력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과 온도의 변화를

계산하고 노섬 비등시간 원자로냉각재계통내 냉각재 수위 그리고 핵연료봉의

온도변화도 예측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분충수 운전중 일어나는 사고시 발전소

거동을 이해하고， 나아가셔는 발전소 안전생 향상얘 기여할 젓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분충수 운전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생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에도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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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빛 방법

1. 모의계산방법

가. 풀리적 현상몇 해석 코드

영광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서 기기의 접검 벚 보수를 위하여 원자로 정지후

원자로냉각재 수위를 고온판 혹은 저온판 중간수위로 유지하는 부분충수 운전중 발생

가능한 쟁지냉각계통 상섣사고를 모의하기 위하여 열수력 전용 쿄드인 RELAP5IMOD3.1

[3A-8]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셔는 증기발생기

셰관에셔 얼어나는 역류응측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효과를 고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 때 해석상 가장 어려운 점은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냉각재 수위 상부

체적틀이 버응축생기체인 질소로 충진되어있다는 것이다.

갱지냉각계통 기능상실후 원자로냉각재계통내 노섬 냉각재는 붕괴열에 의해 가열되어

버등야 열어나고 생성된 중기에 의혜 원자로가 가압되기 시작한다. 생성된 증기는 원자로

창부에 있는 버용축생기체인 질소를 원자로 외부로 벌어내어 고온판을 통해 가암기 및

증기발생기 세관에 누적되제 한다. 이렇게 증기발생기 세관에 누적된 벼웅축생기체논

세관벽을 통한 l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열전달을 방해하여 역류응축에 의한원자로 냉각재

냉각을 저지한다. 그러나 사고가 진행됩에따라 원자로냉각재계동와 계속되는 가압으로

버웅축생기체는 증기발생기 세판 상부로 압축되며 결국은 세판의 riser 부분이 증기에

노출된다. 증기에 노출된 세관벽을 통해 l차측에셔 2차측으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며

증기가 웅축되는 역류응축이 시작되면서 증기발생기가 열제거원으로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웅축된 불은 고온판으로 다시 유입되어 원자로냉각재채동을

냉각시켜 주어 가열 몇 가압을 지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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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축생가체가 존재하는 이상유동에셔 역류응축과 같은 복잡한 현장을 완벽하게 모의할

수 있는 열수력 해석 쿄드는 아직 없다. 특히 증가와 비웅축생기체의 혼합 및 분리를

모의할 수 있는 모델과 벼응축생기체 존재시 질량전달 모텔이 아직 미비된 상태이다. 본

연구애셔는 현재까지 개발된 열수력 해석용 코드중 최적계산 쿄드로 알려진

RELAP5IMOD3.1을 이용하였다 RELAP5IMOD3.1을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상설

사고와 같은 경우에의 적용 타당생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험과 비교 검정하고 [3A-3 ‘ 3A-4.

3A-5] 설제 발전소에도 적용하였다 [3A-6, 3A-7. 3A-9]. 모의계산 결과 전체적인

계산결과는 타당하며 REL뻐51MOD3.1을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상설사고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알려졌다.

나. 기하학적 모탤령

영광 원자력발전소 3/4호기를 REL맨51MOD3.1로 모의계산하기 위하여 그럼 3A-I과 같이

모텔링하였다. 영광 3/4호기는 2개의 l차냉각재루프로 구생된 정상운전시 열출력 2815

MWt의 미국 Combustion EngIneering사 형태의 가압경수로이다. 그림 3A-l에서

보여주듯이 원자로용기가 모텔되었고 원자로 노심은 축방향으로 12개의 체척으로

모멜하였다. 각각의 l차냉각재루프는 고온관 12개의 체적으로 모탤한 U자혐 셰관을 갖는

증가발생기， 2개의 홉 갑관. 2개의 원자로 냉각재 펌프， 그리고 2개의 저온관으로 구생되어

있다， 한 쪽 루프의 고온판에는 밀멈관 (surge line) 및 5개의 체적으로 모델한 가압기가

부착되어 었다.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동을 모의하기 위하여 각 루프의 고온관에

정지냉각계통 흡입측과 저온관에 쟁지냉각계통 방출측을 경계체적 (time dependent

volume)으로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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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제 영광 3/4호기 부분충수 운전장황과 동일하게 모의하기 위하여 3개의 배기관이

모델되었다. 이들 배기관은 i) 원자로용기 상부에서 원자로배수탱크 (reactor drain tank:

ROT)로 연결되는 3/4" 배기관 ii) 가압기 상부에서 원자로 배수탱크로 연결되는 3/4"

배기관， 그리고 iii)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고온관에 셜치한 1" 관이다 이 수위지시용 1"

관은 가압기 최상부 위치에서 대기로 노출되어 었다.

증기발생기 2차측은 그림에셔와 같이 원통형 헬 (shell)과 주급수가 유입되는 하향관

(downcomer), 습분분리거 (separator). 그라고 증기돕 (steam dome)으로 모델되었고， 주급수

및 보조급수는 경계체적으로 모의하였다. 증기관에는 대기방출밸브 (atmospheric dump

valve: ADV)를 부착하여 사고시 증기발생기 2차측이 대기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원자로 노섬 핵연료봉은 열구조물 (heat structure)로 모댈하여 열원을 줌으로써 원하는

수준의 붕괴열이 생생되도록 모의하였으며， 그외 열전달이 열어나는 기기들의 체적애도

열구조물을 부착하여 열전달이 가능하도록 모의하였다

2. 쟁상상태 계산

가. 청장장태계산엽력

영광 3/4호기 부분충수 운전중 쟁지냉각계홍 상설사고를 정확히 모의하기 위해셔는，

사고가 일어나가 직전 부분충수 운전중인 발전소 운전장태를 정상상태 계산을 통하여

쟁확히 모의하여 과도상태 계산의 초기조건으로 제공하여야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초기 압력 및 용도는 각각 l 기압 (101325 Pal, 60 °C (333.15 K)이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초기 수위는 고온관 몇 저온관의 중간 수위이다. 즉 고온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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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아래에 위치한체적은 l 기압 60 0 e 의 물로 채워져 있고 수위 상부에 위치한체적은

60 0 e, 100% 상대습도의바웅축생기체인질소로 채워져 있다. 앞에셔 언급한바와갈이 i)

원자로용기 상부에셔 원자로배수탱크로 연결되는 3/4" 배기관， i i) 가압거 상부에셔

원자로배수탱크로 연결되는 3/4" 배기관， 그러고 IIi)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고온관에

절치하여 가압기 최상부 위치에셔 대기로 노출되어 있는 1" 관 등 3개의 배기관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있다 원자로배수탱크는 827400 Pa에서 부착된 파열판이

파열되며 탱크내 축적된 냉각재 및 질소가 대기로 빠져 나가게 모의되었다.

2대의 증기발생기가 부분충수 운전중 쟁지냉각계통 상섣사고시 노섬에셔 발생하는

붕괴열와 대체 열제거원으로셔의 역할이 가능하토록 모의되었다. 증기발생기 2차측의

초기 압력 및 온도는 각각 1 기압 (1 01325 Pal, 60 0 e (333.15 K)이며 초기 수위는

정상운전시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수위 장부에 위치한체적은 60 °e, 100

% 상대습도의 비웅축생기체인 질소로 채워져 있다. 주급수 및 보조급수는 증기발생기

Z차측으로 공급되지 않고. 증가관에는 대기방출밸브를 부착하여 증기발생기 2차측이

대기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사고 발생전 부분충수 운전시 노심 붕괴열에 의해 발생하는 노심 열출력은 원자로

운전쟁지 (sh따down) 후 86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열출력으로 하였는데 이는 정장출력의

0.38%에 해당하는 값이다. 영광 3/4호기의 정장 열출력은 2815 MWt이므로 이의 0.38%인

10.7 MWt이 부분충수 운전 정상상태 및 정지냉각계통 상실사고시 노섬에셔 발생하는

붕괴열에 의한 열출력으로 계속 생생되도록 모의되였다.

정지냉각계통 상실사고 발생전 부분충수 운전을 하고 있는 정상장태시에는

정지냉각계통이 작동하여 노섬에셔 발생하는 불괴열을 제거하고 었다. 이러한

쟁상상태를 정확히 모의하기 위하여 각 루프의 고옹관에 갱지냉각계동 홉입측과 저온관에

-125-



정지냉각계통 방출측을 경계체적으로 부착하였다. 고폰관으로부터 60°C의 냉각재를

쟁지냉각계통 흡입측으로 공급하고 쟁;;r.l 냉각계통 방출측에셔는 50°C의 물을 저온판으로

계속 공급하여 고온관과 저온관의 10 °C 온도차에 의한 정지냉각계통 냉각수량으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봉괴열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를 유지하도록 모의하였다. 에너지균형

(energy balance) 계산으로부터 필요한 갱지냉각계통 냉각수 유량을 계산해본 결과 256

kgls였다. 그러브로 각 루프의 고온관에 부착된 정지냉각계통 흡입측으로는 128 kg/s의

냉각재가 고온관으로부터 유출되도록 하였고 각 루프당 2개의 저옹관에 각각 부착된

정지냉각계통 방출측에서는 64 kgls의 냉각재가 저온관으로 공급되도룩 하여 쟁상상태

계산을수행하였다.

나. 쟁장상태계산결과

RELAP5IMOD3.1을 이용한 정상장태 계산은 SUN SPARC lO workstation에셔 수행하였으며

시깐증분 0.01초로 4000초 계산하여 정장장태를 얻었으며 약 3일의 CPU 시간이

소요되었다. 청장상태 계산결과주요 변수들을 표 3A-l에 정리하였다.

쟁장장태 계산시 압력 온도， 수위 등은 큰 진동없이 일쟁한 값으로 쉽게 수렴되었으나

고온관 및 저온관에서의 유량과 기포율 (void 깐action)은 일정한 진폭을 가지며 계속

진동하였다. 표에 나타난 값은 시칸 평균치이며 이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였다.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진폭은 기포율의 경우 土5 %, 유량의 경우 土10% 이내였다. 고온관과

저온관의 초기 엽력 기포울은 0.5로서 수위가 정확히 고온관과 저온관의 중간에 있도록

하였으나， 정지냉각계통과 연결된 홉엽 및 방출 유량으로 언하여 쟁상장태 계산 결과 표

3A-I 에셔 보듯이 고온관의 수위는 중간보다 약간 아래에 저온관의 수위는 중간보다 약간

위에셔 수위를 유지하였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몇 증기발생기 2차측에서 수위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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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체적들은 각 체적의 온도에서 포화된 100 % 상대습도의 비웅측생기체인 질소로

채워져 있다.

3. 과도상태 계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지냉각계동 상실사고시 노심 열출력은 원자로 운전쟁지

(shutdown) 후 86시간이 경과했을 때의 열출력인 10.7 MWt이 쟁지냉각계통 상설사고시

노심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에 의한 열출력으로 계속 생생되도록 모의되었다. 그리고

갱상상태 계산사와 마찬가지로 I) 원자로용기 상부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 연결되는 3/4"

배기관. ii) 가압기 장부에셔 원자로배수탱크로 연결되는 3/4" 배기관， 그리고 iii)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고온판에 셜치하여 가압기 최상부 위치에서 대기로 노출되어 있는 1" 관 등

3개의 배기관이 원자로냉각재계동에 연결되어 있으며 원자로배수탱크는 827400 Pa에셔

부착된 파열판이 파열되며 탱크내 축적된 냉각재 몇 질소가 대기로 빠져 나가게

모의되었다 2대의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주급수 및 보조급수는 사고 발생후에도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 공급되지 않고 증가관에는 대기방출밸브를 부학하여 증가발생기

2차측이 대기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상설사고를 모의하기 위하여 앉LAP5IMOD3.1을 이용하여

얻은 정상상태 계산결과를 과도상태 계산의 초기조건으로하여 0초에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섣제 계산에서는 10초 동얀 정지냉각계통 유량이 0으로 션형척으로 줄어틀어

10초에 완전히 정지냉각계통 유량야 상실되도록 모의하였다. 정상상태 계산시와

마찬가지로 REL뻐51MOD3.1을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SUN SPARCIO workstation에셔

시간증분 0.002초로 사고 후 3000초 동안 계산하였는데 약 7일의 CPU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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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과도장태 해석시 주관심의 대상은 역류웅촉에 의한 증기발생기의 노섬 붕괴열

제거 능력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역류용측이 언제부터

일어나며 l"~측에셔 2차측으로 전달되는 열전달량은 붕괴 열출력과 비교하여 열마인지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사고가 진행되는 동안 원자로냉각재계동의 압력과 온도의 변화， 노섬

비등시간‘ 원자로냉각재계통내 냉각재 수위 그라고 핵연료봉의 온도변화둠을

예측하였다 주요 계산 결과는 제3절 결과 및 고찰에서 물리적언 현상 갤명과 함께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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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철 결과및고찰

부분충수 운전줌 정지냉각계통 상설사고 열수력 해석 결과줍을 본 절에셔 그림과 함께

기술하고자한다 그림의 범례에 표시된 번호논 기하학적 모탤링을 표시한 그림 3A·l에셔

그에 해당하는 체적의 번호를 나타낸다 그림 3A-2는 원자로냉각재계통내 고온판 및

저온관의 사고후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를 보여준다. 그렴에서 보듯이 순간적으로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압력 스파이크 (spike)가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 현상에셔는 그러한

짧은 순간에 압력 스파이크가 존재할수 없기 때문에 쿄드 자체에셔 기인하는 수치계산

상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충수 운전줌 쟁지냉각계통 상실사고 발생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노섬에셔 발생하는 붕괴열에 의하여 3000초 동안 대기압 (약

0.10 MPa)에셔 약 016 MPa까지 증가한다. 사고발생후 2300초 부근에서 압력이

감소하다가증가하는 등 압력증가율이 감소하는데 이논 증기발생기 세관에셔 일어나는

역류웅촉에 의해 증기발생기가 노심 붕괴열음 열부 제거함으로써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냉각시켜 주기 때문이다. 원자로냉각재계통내에 미세한 압력진용이 전과정동얀

존재하는데그 이유는 원자로 냉각재가증기발생기세관으로유입하는속도가셰관에셔의

유동영역 (flow regime) 변화 및 증기웅축 등으로 인하여 진동을 하는데 이러한속도진동이

증기발생기 세관 입구에서의 압력강하를 진동시키고 이는 곧 원자로냉각재계동의 압력을

진동하게 하기 때푼이다.

그렴 3A-3은 원자로 노심에서 핵연료봉 최상부 위치에 해당하는 혈수력체적의

사고발쟁후 온도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실션은 냉각재 온도이고 정션은 비교를

위하여 그때의 압력에 해당하는 포화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포화온도도 순간적인 온도

스파이크가 존재하는데 이는 실제 현상이 아니고 쿄드 자체에셔 기인하는 수치계산 상의

문제로， 해당 체척에셔 압력 스파이크가 나타나서 이에 해당하는 포화온도도 함께

스파이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약 333 K의 아맹상태 (subco이00)에 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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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냉각재 옹도가 사고 발생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약 6분 (3000초)후 포화 (saturated)

온도에 도달하여 비등하기 시작한다. 아냉상태의 냉각재가 사고후 급격히 상승하다가

일단 포화온도에 도달하면 액체상태의 냉각재가 기체상태로 변환되는 장변화가 계속

일어나며 사고후 3000초 동안은 포화온도를 유자하며 셔셔히 증가하고 과열상태

(superheated)로까지 온도가 상승하지는 않았다. 요약하면 약 333 K의 아냉상태의 냉각재

온도는 사고후 3000초에 약 385 K의 포화상태의 냉각재로 온도가 장승하며 사고후 약 6분

(360초)에 원자로 노섬 핵연료봉 최상단부에서 비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과열장태로까지 가열되지 않고 포화상태를 유지하였다

고온판 및 저온관의 액체 냉각채 온도변화는 그림 3A-4에셔 보여준다. 사고전 약 333 K의

온도를 유지하던 고온관은 사고후 온도가 장승하다가 약 1200초 부근에셔 증기발생기

세관에셔 일어나는 역류응축에 의한 냉각으로 상승율이 저하되면셔 사고후 3000초에 약

385 K까지 상승한다. 저온관은사고전 정지냉각계통 출구 냉각수에 의한 냉각으로 약 323

K의 온도를 유지하다가 사고후 서서히 상승하여 사고후 3000초에 약 345 K로 상승한다.

뒤에 보여줄 고온판 맺 저온관의 기포율 변화에셔 보듯이 고온관은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얼어나는 역류응촉에 의해 고온관으로 되톨아 오는 응축수로 인하여 액체가 존재하지만，

저온관으로는 역류웅촉에 의해 유엽되는 응축수가 없어 약 1600초 부곤에셔 저온관은

모두 기체로 채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렴에셔 보여주는 져온관 액체 냉각재 온도는

포화온도와 같고 이 포화온도는 그림 3A-2에셔 보여준 저온관 압력변화와 유사한

경향으로변화한다.

사고 발생후 증기발생기가 역류응축에 의한 냉각으로 노섬 붕괴열 제거원으로셔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팎해 그렴 3A-5에 증기발생기 셰관의 엽구측 첫번째 체적와 I차측

및 2차측 온도 변화를 비표하였다. 그렴에서 보듯이 사고후 약 1200초까지는 증기발생기

l차측과 2차측의 온도가 같아셔 증기발생기 셰판을 통한 l차측에서 2자측으로와 열전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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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아 증기발생기는 노심 붕괴열 제거원으로셔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약

1200초 이후부터는 l차측의 온도가 2차측보다 높아 증기발생기 세관을 통한 열전달이

얼어나며 증기발생기는 노섬 붐괴열 제거원으로셔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증기발생기 째판을 통한 열전달로 인하여 세관 내부에 있는 증기가 웅축되어 고온판으로

웅측수가 역류하는 역류웅축에 의한 냉각이 열어난다. 증기발생기 세판의 출구측

체적에셔는 1차측과 2차측 온도가 거의 같아 셰판을 통한 열전달이 얼어나지 않아

역류웅축이 열어나지 않았다.

그림 3A-6과 3A-7은 각각 고온관 및 저온관에셔의 질량유량을 보여준다. 사고후

고온판에셔의 질량유량은 o (zer，이값을 중심으로 계속 진동하였고， 저온관에셔의

질량유량은 o (zero)값을 중심으로 계속 진동하다가 약 1600초 이후에는 저옹관은 액체가

없어지고 모두 기체로 채워지면서 유량이 없어졌다. 증기발생기 세판에셔의 역류웅촉에

의해 고온관으로 되돌아 오는 웅축수와 양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3A-8에 증기발생기 엽구

plenum에셔 세관으로의 질량유량과 세관에서 증기발생기 출구 plenum으로의 정량유량을

비교하였다. 증기발생기 입구쪽에서는 약 2300초 부근에셔 역류웅축에 의해 고온관으로

되돌아 오는 웅축수가 존재하지만 증기발생기 출구쪽에셔는 역류응측이 일어나지 않아

저온판으로 유입되는 웅축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앞에셔 언급한 원자로냉각재계동에 연결된 3개의 배기관을 통한 질량유량을 확인해본

결과， 사고 발생후 3000초 동안 이들 배기관을 통해 유출된 냉각재량은 10 kg 이하로 거의

무시할 수 있었다. 원자로용기 상부에셔 원자로배수탱크로 연결되는 3셔” 배기판 몇

가압기 상부에서 원자로배수탱크로연결되는 3/4" 배기관을 통한 유출량이 거의 없는

이유는 원자로배수탱크에 부착된 파열판이 압력이 0.8274 MPa까지 상승해야 파열되어

탱크내 축적된 냉각재 몇 질소가 대기로 빠져 나가게 되는떼 사고후 3000초 동안은

원자로냉각재계동의 압력이 파열판 파열 압력까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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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고옹관에 셜치하여 가압기 최상부 위치에서 대기로 노출되어 있는

1" 관을 통한 유출량이 없는 이유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고온관과 가압기 최상부

사이의 위치에너지를 극복할 만큼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기발생기 엽구측 셰관에서의 역류응축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렴 3A-9에

증기발생기 엽구 plenum에서·세관으로의 포화액체 및 기체 속도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약 1200초 부근에서 역류응축에 의해 고온관으로 되돌아 오는 웅축수로 인하여

액체 속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후 약 1200초부터 증기발생기 셰관에서

역류웅촉이 일어나지만‘ 이 때는 뒤에 보여줄 그렴 3A-15에서 보듯이 세관 내의 기포율이

거의 I에 가까와 세관 내에 소량의 액체만 폰재하기때문에 그림 3A-8에셔 보듯이

액체속도는 코지만 액체 질량유량은 거의 없논 상태이다. 따라셔 1200초겸 부터

역류웅축은 열어나지만 그로 인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효과는 미미한 편이고， 그렴 3A

2와 3A-9에셔 보듯이 약 2300초청부터 역류응측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효과가

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뒤에셔 보여질 증기발생기 셰관을 통한 열전달량

비쿄에서도확인된다

증기발생기 2차측의 수위는 그렴 3A-1O에셔 보듯이 사고후 3000초 동안은 정상 작동시의

수위를 유지하여 증기발생기 셰관이 물에 잠겨 있는 wet condition을 유지하였다. 그림 3A

11은 증기발생기 셰관의 내부 및 외부 열수력체적에셔의 열천달율을 보여준다. 그렴의

섣션은 셰관 내부 체적에셔의 열전달율인데 셰관을 통하여 증기발생기 i차측에서

2차측으로 열을 방출하브로 읍(-)의값을가지며，점션은세관외부체적에서의열전달융을

나타내는데 세판을 통하여 증기발생기 2차측이 1차측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므로 양

(+)의값을 가진다. 그림에셔 보듯이 사고후 약 1200초까지는 증기발생기 세관을 통한

열전달이 없다가 1200초 이후부터 열천달이 열어나기 시작하여 증기발생기가 사고시

노심 붕괴열 제거원으로셔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사E후 증기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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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을 풍한 l차측 열방출이 없었더라면 사고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A-12애셔 설션은 원자로 하향판 (downcomer)의 수위변화를 점션은 노심의

수위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3A-3에서 보듯이 사고후 약 6분 (360초)경 원자로 노섬

핵연료봉 최장단부에셔 벼둥이 얼어나기 시작하지만 이 때는 그렴 3A-12에셔 보듯이

노섬의 수위변화는 없고 사고후 약 1000초경 노섬 수위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노심 노출이

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기서 물리적 해석상 주의할 캠은 그림에서 보여주는 수위는

체적내의 모든 포화액체가해당체적 최하부로 모여있다고 보고 겨l산한 c이lapsed 수위이기

때문에‘ 심제로는 이 시간에도 노심의 장부는 완전히 포화증기나 과열증가에 노출되는

노심 노출이 일어나지 않고 포화액체와 포화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냉각재에 노출이

일어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그렴 3A-13온 사고후 고온판 및 저온판의 기포율 변화를 보여준다. 그렴에셔 보듯이

고온관은 역류응축에 의해 증기발생기 세관에셔 고옹관으로 유입되는 응축수의 폰재로

언하여 기포율이 감소하여 사고후 3000초에 약 0.25였고 저온판은 역류웅측에 의해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유입되는 응축수가 없기때문에 사고후 기포융이 계속 증가하다가 약

1600초경 완전히 기체만 존재하게 된다. 그렴 3A-14는 증기발생기 입구 및 출구

plenum에셔의 기포율 변화를 나타낸다. 사고발생후 약 1200초경에 증기발생기

셰관에셔의 역류응축에 의해 셰관에서 입구 plenum으로 유입되는 웅축수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입구 plenum에셔의 기포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증기발생기 출구

plenum으로는 역류웅축에 의해 유입되는 웅축수가 없읍에도 불구하고 증기발생기 출구

plenum에셔의 기포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이유는 사고후 출구 plenum에셔의 압력이

증가하고 그애 해당하는 포화온도도 증가하여 출구 미enum 내에셔 웅축이 얼어나기

-133-



때운으로 판단된다. 증기발생기 입구 plenum에셔도 같은 현장이 임어나지만 역류응축에

의한웅축수 유입으로 인하여 출구 plenum보다기포율이 더 빵리 감소하였다.

증기발생기 째관의 어느 부위에서 역류용축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A-15어l

증기발생기 엽구측 셰관 첫 3개 체적에서의 기포옳 변화를 바쿄하였다. 확인해본 결과

증기발생기 입구측 첫번째 세관에서는 약 2300초경 역류웅촉에 의한 응축으로 인하여

기포용야 감소하지만 그외의 세관에서는 기포율이 l을 유지하여 응축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앞에셔 언급한 바와 같이 1200초경 부터 역류응축은 일어나지만 그 양은

미미한편이고 2300초정 부터 역류웅축이 활발히 열어난다는 사설을 다시 한번 확인할수

있었다. 여기셔 확인된 중요한 사실은 12개의 체적으로 모의한 증기발생기 세관중

역류응축은 증기발생기 입구측 첫번째 세판에서만 얼어나고 그외의 세관에셔는

역류웅측이 엘어나지 않아노성 붕괴열제거에 아무 역할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렴 3A-16과 3A-17애 증기발생기 셰관 첫번째와 두번째

체적에셔의 I차측 및 2차측 열전달율을 벼교하였다. 그림의 실션은 세관 내부 체적에셔의

열전달율을 표시하며 점선은 세관 외부 체적에셔의 열전달율을 나타낸다. 그림 3A

16에서 보듯이 증기발생기 업구측 첫번째 셰관에셔는 사고후 약 1200초 이후부터

증기발생기 셰관융 통한 열전달이 열어나며 노심 붕괴열 제거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증기발생기 셰판을 통한 열전탈로 언하여 셰판 내부에 있는 증기가

웅축되어 고온관으로 웅측수가 역류하는 역류웅축에 의한 냉각이 얼어난다. 그러나 그림

3A-17에서 보듯이 증기발생기 입구측 두번째 세관에셔는 사고후 계속 증기발생기 셰관을

통한 열전달이 얼어나지 않아 노섬 붕괴열 제거원으로서의 역활을 하지 못하였다. 그외

나머지 세관의 체적에서도 열전달이 얼어나지 않았다. 그러브로 증기발생기 입구측

첫번째 세관에셔만 2차측으로 열전달이 일어나며 역류응축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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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이 일어나고， 그외의 세관에셔는 열전달이 일어나지 않아 노섬 붕괴열 제거에 아무

역할도하지뭇하였다.

이상에셔 언급한 증기발생기 엽구측 첫번째 세관에서만 역류웅측이 열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유는 그렴 3A-18, 3A-19, 그리고 3A-20에셔 보여주는 비웅축생기체 질량융 (mass

fraction)을 관찰함으로서 찾을 수 있다. 그림 3A-18은 고옹판 몇 저온관에셔의

바웅축생기체 질량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여 저온관에셔는

사고후에도 비응축성기체가 계속 남아 있지만‘ 고온관에셔는 바응축생가체가 없어지며

다른 체적으로 이동함을 알 수 었다. 증기발생기 엽구 맺 출구 plenum에셔의

비응축생기체 질량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렴 3A-19에셔 보듯이 증기발생기 출구

plenum에셔는 버웅축생기체가 조금썩 축적되지만‘ 증기발생기 엽구 plenum에셔는

비웅축생기체가 줄어들며 다른 체적으로 유출됩을 알 수 있다. 그범 3A-20에셔는

증겨발생기 셰관 첫번해 체척인 입구측 셰관， 여섯번째 체적언 U-bend 부위의 셰관， 그리고

마지막체적인 출구측 셰관에서의 비응축생기체 켈량울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럼에셔 알

수 있듯이 첫번째 체적인 입구측 세관에셔는 바웅축생기체가 줄어들며 다른 체적으로

유출되지만 그외의 체적에서는 비응축성기체가 조금씩 축적되었다.

이상에셔 관참된 비웅축생기체 변화를 갱리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정리된다.

청지냉각계통 기능상실후 원자로냉각재계통내 노섬 냉각재는 붕괴열에 의해 가열되어

비등이 열어나고 생생된 중기에 의해 원자로가 가압되기 시작한다 생생된 증기는 원자로

상부에 있는 비웅축생기체를 원자로 외부로 벌어내어 고온관， 증기발생기 엽구 plen뼈l을

거쳐 증기발생기 셰관에 누적되게 한다‘ 이렇게 증기발생기 셰관에 누적된

버웅축생기체는 셰관벽을 통한 I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열전딸을 방해하여 역류웅축에

의한 원자로 냉각채 냉각을 저지한다. 그러냐 사고가 진행됨에따라 원자로냉각재계동의

계훔되는 가압으로 버웅축생기체는 증기발생기 세관 상부로 압축되며 결국온 세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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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체적인 엽구측 세관이 증기에 노출된다. 증기에 노출된 세관벽을 통해 I차측에셔

2차측으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며 증거가 웅축되는 역류응축이 시작되면셔 증기발생기가

열제거원으로셔의 역활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기발생기 업구측 첫번째

셰판에셔는 비웅축생기체가 셰관 장부로 압축되며 세관벅이 증기에 노출되면셔

역류응측이 일어나지만 그외의 세관 체적에서는 비웅축생기체가 누적되며 셰관벽여

증기에 노출되논 컷을 방해하여 열전달이 일어나지 않아 역류웅축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렴 3A-21은 원자로 노심 핵연료봉 최하부 중간， 그리고 최상부 위치에서의 기포율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셔 보듯이 사고후 3000초 동만 원자로 노심 핵연료봉 최하부 및

중간 부분에셔는 벼등이 일어나지 않지만， 약 6분 (360초)경 원자로 노심 핵연료봉

최상단부에서 버둥이 일어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고후 3000초 동안 노심의

장부는 완전히 포화증기나 과열증기에 노출되는 노섬 노출이 일어나지 않고 포화액체와

포화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냉각재에 노심 장부가 노출되었다. 그림 3A-22는 원자로 노심

핵연료봉 최하부， 중간， 그리고 최상부 위치에셔의 핵연료봉 중섬 온도변화를 냐타낸다.

사고 발생후 핵연료봉 온도는 상승하기 시작하며， 약 6분경 최장부에 위치한 핵연료봉은

주위 열수력체적의 온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하면셔 온도증가울이 둔화되었다. 전체적으로

사고발생후 3000초동안 핵연료봉의 온도는 약 395 K까지 상승하여 건전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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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1. 요약

요약및결론

본 연구에셔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얘셔 기기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원자로 갱지후

원자로냉각재 수위를 고온관 혹온 져온관 중간수위로 유지하는 부분충수 운전중 발생

가능한 정지냉각계통 상실사고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열수력학적 거동을 해적하기

위하여， 영광 원자력발전소 3셔호기를 대장으로 열수력 전용 코드인 RELAP5IMOD3.1 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사고 발생시 여러가지 냉각방법 및 사고완화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없는 자연적인 열전달 현장에 의한 냉각방식인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열어나는 역류응촉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효과를

고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증기발생기가 세관에셔 얼어나는 역류웅축이라는

현상으로 인하여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 장실사고시에 노심 붕괴열

제거원으로셔의 역활을 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고 발생후

3000초 동안 과도상태 해석을 행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및 온도 변화， 노섬 버등

및 노심 노출 시간 원자로냉각재계통내 냉각재 수위 그리고 핵연료봉의 온도변화등을

예측하였다.

실제 영광 3/4호기 부분충수 운전 상혐과 동엘하게 모의하기 위하여 i) 원자로용기

장부에셔 원자로배수탱크로연결되는 3/4" 배기관， ii) 가압기 장부에셔 원자로배수탱크로

연결되는 3/4" 배기판， 그러고 iii) 수위를 측쟁하기 위해 고온관에 갤치하여 가암기 최장부

위치에셔 대기로 노출되어 있는 1" 관 등 3개의 배기관이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되어

있으며， 원자로배수탱크는 827400 Pa에서 부착된 파열판이 파열되며 탱크내 축적된

냉각재 및 질소가 대기로 빠져 나가게 모의하였다. 정지냉각계통 상실사고는 원자로

운전쟁지후 86시간이 경과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모의하였요며 이 때 노섬 붕괴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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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출력은 정상 열출력 2815 MWt의 0.38 %에 해당하는 10.7 MWt이다 2대의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주급수 및 보조급수는 사고 발생후에도 증기발생기 2차측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모의하였고‘ 증기관에는 대기방출밸브를 부착하여 증기발생기 2차측이

대기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부분충수 운전중 쟁지냉각계통 장실사고 발생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노섬에셔

발생하는 붕괴열에 의하여 3000초 동안 대기압 (약 0.10 뻐a)에서 약 0.16 MPa까지

증가하였다. 사고발생후 2300초 부픈에셔 증기발생기 세관에셔 일어나는 역류웅축에

의해 응축수가 증기발생기 셰관므로부터 고온관으로 유입되며 원자로냉각재계동을

냉각시켜 주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하다가증가하는 등 압력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사고전

약 333 K의 온도를 유지하던 고온관은 사고후 온도가 상승하다가 약 1200초 부근에셔

증기발생기 셰관에셔 일어나는 역류옹측에 의해 고온관으로 유입되는 웅축수예 의한

냉각으로 장승울이 저하되면셔 사고후 3000초에 약 385 K까지 장승하였다. 저온관은

사고전 정지냉각계통출구 냉각수에 의한냉각으로 약 323 K의 온도를 유지하다가사고후

셔셔히 장승하여 사고후 3000초에 약 345 K로 상승하였다. 저온관으로는 역류웅측에 의해

유입되는 웅축수가 없어 약 1600초 부곤에서 저온관은 모두 기체로 채워지며 져온관

냉각재 온도는 포화온도와 같아졌다. 약 333 K의 아냉상태에 있던 원자로냉각재 온도는

사고발생후 급격히 상승하다가 사고후 약 6분 (360초)경에 원자로 노심 핵연료봉

최장단부에서 버둥이 열어나기 시작하면서 포화온도를 유지하며 완만히 상승하였고，

3000초에 약 385 K의 포화상태의 냉각재로 온도가 장승하였다.

사고후 고온관에서의 질량유량은 o (zec，이값을 중심으로 계속 진동하였고， 저용관에셔의

질량유량은 o (zec，이값을 중심으로 계속 진동하다가 약 1600초 이후에는 저온관은 액체가

없어지고 모두 지체로 채워지면서 유량이 없어졌다. 고온관은 역류웅축에 의해

증기발생기 세관에셔 고온판으로 유입되는 응축수의 존재로 인하여 거포율이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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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3000초에 약 0.25였고， 저온관은 역류웅촉에 의해 증기발생기 셰판에셔 유입되는

웅축수가 없기때문에 사고후 기포율이 계속 증가하다가 약 1600초겸 완전히 기체만

존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연결원 3개의 배기관을 통한 질량유량을

확인해본 결과， 사고 발생후 3000초 동안 이들 배기관을 동해 유출된 냉각채량은 10 kg

야하로 거의 무시할수 있었다.

증거발생기 2차측의 수위는 사고후 3000초 동안은 정상 작동시의 수위를 유지하여

증기발생기 세관이 물에 장겨 있는 wet condition을 유지하였다. 원자로 하향관

(downcomer) 벚 노심의 수위변화를 예측해본 결과 사고후 약 6분 (360초)경 원자로 노심

핵연료봉 최상단부에서 비등이 얼어나가 시작하지만 이 때는 노심의 수위변화는 없고

사고후 약 1000초경 노심 수위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노심 노출이 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시간에도 노심의 장부는 완전히 포화증기나 과열증기에 노출되는

노섬 노출이 열어나지 않고 포화액체와 포화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냉각재에 노출이

일어났다.

증가발생기 입구측 세관에서의 역류응촉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사고 발생후 약

1200초경부터 역류응축은 일어나지만 그로인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효과는 미미한

편이었고， 약 2300초겸부터 역류웅촉에 의한원자로냉각재계동 냉각효과가주로나타냐가

시작하였다. 12개의 체적으로 모의한 증기발생기 세관중 증기발생기 업구측 첫번째

세관에서만 2차측으로 열전달이 엘어나며 역류응축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91

열어나고， 그외의 세관에서는 열전달이 임어나지 않아 노심 붕괴열 제거에 아무 역할도

하져 못하였다. 정지냉각계통 기능 상실후 증기발생기 입구측 첫번째 세관에셔는

비웅축성기체가 셰판 장부로 압축되며 세관벽이 증기에 노출되면서 역류웅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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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나지만 그외의 셰관체적에서는 비웅축생기체가누적되며 세관벅이 증기에 노출되는

것을 방해하여 열전달이 일어나지 않아 역류웅촉이 얼어나지 않았다.

원자로 노심 핵연료봉 기포율 변화로부터 사고후 3000초 동안 원자로 노섬 핵연료봉

최하부 및 중간 부분에셔는 비등이 얼어나지 않지만， 약 6분 (360초)겸 원자로 노심

핵연료봉 최장단부에서 비둥이 열어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후 3000초

동안 노심의 장부는 완전히 포화증기나 과열증기에 노출되는 노심 노출이 일어나지 않고

포화액체와 포화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냉각재에 노심 상부가 노출되었다. 사고 발생후

핵연료봉 옹도는 상승하기 시작하며， 약 6분경 최상부에 위쳐한 핵연료봉은 주위

열수력체적의 온도가 포화온도에 도달하면서 온도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전체적으로

사고발생후 3000초 동안은 핵연료봉의 온도는 약 395 K까지 상승하여 건전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결론 몇 건의사항

사고후 과도상태 해석시 주관심의 대장은 역류웅촉에 의한 증기발생기의 노심 붕괴열

제거 능력이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후 3000초동안 과도상태시 열수력

해석을 행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과 온도의 변화를 계산하고 노심 비등시간，

원자로냉각재계통내 냉각재 수위‘ 그랴고 핵연료봉의 온도변화등을 예측하였다. 이장의

계산으로부터 얻은 결론은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상설사고셔 증기발생기는 노섬

붕괴열을 ·30%청도밖에 제거하지 못하지만. 노섬 열제거원으로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고의 진행을 지연시켰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과 온도‘ 그리고 핵연료봉의

온도변화등으로부터 사고발생후 3000초 동안은 원전의 만전생 빛 건전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간내에 정지냉각계롱을 다시 기동하는 등 운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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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부분충수 운전중 정지냉각계통 상설사고는 원전의 안전생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사고가완화될 수 있을 것요로 판단된다. ’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분충수 운전중 열어나는 쟁지냉각계통 장설사고시 발전소 거동을

이해하고， 나아가셔는 발전소 안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부분충수 운전시 열어나논 사고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생평가 (probabilistic

S하ety assessment; PSA)에도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셔 뾰LAP5IMOD3.1을 이용한 사고해석시 가장 어려운 점은 부분충수 운전시

벼웅축성기체의 존재로 인하여 수치해석이 불안정하여 아주 작은 시간증분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본 계산에셔는 시간증분을 0.002초로 하였고 사고후 3000초를

계산하는데 SUN SPARC 10 workstation 에셔 약 7일의 CPU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많은 계산시간의 소요때문에 사고후 3000초 밖에 계산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더

많은 과도기 시간동안 계산을 수행하여 운전원의 조치가 없더라도 사고가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고 본 계산에셔 고려한 3개의

배기관외에 가압기 및 증기발쟁기 작엽자 출입구 등 다른 가능한배기관을 고려한 계산도

필요하며， 사고발생시 역류웅축 이외의 가능한 냉각방볍인 중력주엽‘ 안전주엽과 급수 벚

배수 , 그러고 재순환냉각 등을 이용한 사고진행시의 원전 거동을 열수력해석으로

파악하여야할것이다.

부분충수 운전시와 발전소 운전상태는 전출력 운전시와 달리 저출력 운전으로서 저압

저온이며 비응축생기체가 폰재한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대부분의 열수력해석

쿄E는 천출력 운전시와 이 때 발생하는 사고 해석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거 때문에

부분충수 운전시 발생하는 사고해석에는 적용은 가능하지만 계산시간 등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최적계산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존의 열수력해석 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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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력 운전시 사고해석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던지 아니면 새로운 저출력 운전시

열수력해석 전용 코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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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A-l 쟁장장태 계산 결과주요 변수

주요변수 정상장태계산치

노심 봉괴열출력 10.7 MWt

원자로냉각재계통압력 101325 Pa

고온관온도 333.15K

저온관온도 323.15 K

고온관 기포율 (void fraction) 053

저온관기포율 0.48

증기발생거 엽구 plenum 기포율 0.99

증기발생기 출구 plenum 기포율 0.99

고온관절량유량 128 kgls

저온관질량유량 64 kgls

가압기질량유량 Okgls

원자로 하향관 (downcomer) 수위 5.49m

원자로노심수위 3.81 m

증기발생기 2차측압력 101325 Pa

증기발생기 2차측온도 333 .1 5 K

증기발생기 2차측수위 12.4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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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장 뚫론희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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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보론희석사고

제 l 절 개요

1. 배경

원자로에셔 반웅도 사고라함은 보펀적으로 제어봉에 관련된 것 만을 의미하였다. 아마도

제어용에 의한 사고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보론에 의한 것은 버교적 느라고

또한 운전원에 의해셔 쉽게 제어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젓이다‘ 그러나 최근

불란서를 중심으로 미국 독일 둥지에셔 보론 반웅도사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보론사고도 급격한 반응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처출력/정지

상태에셔 보론회석 반응도사고에 의해서 노심이 손장될 수 었는 확률이 무시할 수 없을

쟁도임이밝혀졌다

불란셔는 가장 먼저 저출력/정지상태 노심의 보흔희석사고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률

적용하여 운전절차 또는 계롱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생을 향상시켜왔다. 최근에 발표원

Sizewell B 발전소에 관한 논문에[4-1] 의하면 정지시 노섬손장사고확률의 약 12%가

보론사고에 의해 밥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NRC 주도하에

설계가준사고의 재평가 측면에서 보론회석사고를 다루었고[4-2] 일부 빠른 과도사건을

유발하는 희석사고에 대해셔는 몇개의 표준발전소를 선정하여 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4-3] 독일은 최근에셔야 불란셔 및 미국의 결과를 장조하여 보론회석사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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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희석사고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묘로 이들 보론사고에

대한 보다 깊이었는 연구가 요구되며 필요시 그 연구결과를 셜계 몇 운전에 적용하여

안전생향장을 도모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2. 목적 빛 연구내용

보론희석연구의 최종목표는 여타 PSA 연구 목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셜계에 대해

발생가능한 모든 사고를 추론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통설계 및 운전에 반영하여

예측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생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생해가는 초보적인 단계로셔 당해년도에는 아래와 같은

연구를수행하였다 .

• 저출력 및 정지시 엘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론희석 사고의 종류 및 시나리오

파악

• 외국의 연구결과 몇 운전경협으로부터 저출력/정지시 보론희석 사고종류벌

발생빈도 및 결과의 심각성 파악

• 향후 깊이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저출력/쟁지시 보론희석사고의 종류 결정

제 2철에셔는 발생가능한 보론회석사고의 종류 및 시나라오를 외국의 사례와

운전경험으로부터 도출하여 작성하였고 제 3절에셔는 각 사고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고별

중요도롤 부여하였다 그랴고 마지막 제 4절 결론에셔는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저출력/쟁지셔 보론희석사고와 종류애 대해서 언급하였다.

-172-



제 1 절 사고의 종류 및 시나라오

보론희석사고란 1차계롱에 운전원의 설수 또는 계통의 동작오류에 의해 보론농도가

감소하면셔 노섬에 양의 반웅도(positive reactIvity)가 삽입되어 발생하는 초임계

노심촌장사고를 의미한다. 본 절에셔는 여러 참고문헌과 셜계자들의 경험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보론회석사고의 종류 및 시나리오(발생과쟁)를 정리하였다.

I. 축압기 (Accumulator) 에 외한 희석사고 (DDI)

가. 제통설명

축압기의 주 기능은 노심 냉각재 상설 사고시 노내에 고붕산농도의 냉각수를

공급함으로써 노심을 미엄계장태로 유지하고 냉각능력을 제공하는 데 었다. 그림 4-1은

일반적인 축압기 계통도이다 축압기는 2,000 ppm 의 보론농도를 가지는 약.7，000 gal 의

룰로 채워져있으며 내부압력은 질소개쇼에 의해 약 625 psig를 유지하토록 껄계되어 었다.

정상운전시 축압기는 두개의 직혈 check valve에 의해 노심 냉각계통로부터 분리되며 I차

냉각계통의 기압이 625 psig 이하가 되는 갱지시애는 축압기와 check valve 사이에 있논

전동기 구동밸브(Motor Operated V;외.ve)에 의해서 촉압기의 물이 노심냉각계통 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λ| 한다. 축압기 수위는 recycle holdup 뻐1k로 방류하거나 재장천수

탱크로부터 충수함으로써 그리고 개스압력은 개스방출밸브를 통하여 일정하게

유지된다. 웨스탱하우사 형태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기술사양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축압기의 보론농도는 1개윌에 I회 또는 축압기 부피의 1%이상에 해당하논 물이 새로

유입되었을 경우 6시간이내에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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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시나리오

쟁지시 l차계동의 압력은 대기압이며 축압기에 비해셔 매우 낮다. 따라서 전동가

구동밸브의 기능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축압기의 물이 노심으로 유입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의 보론희석사고 시나리오를 구생할 수 있다.

• 축압기내에 희석된 붕산수가 존재하고 천동기 구동밸브가 개방되어 노섬내

냉각수의 보론농도가 희석되면셔 반웅도가 장승하여 엄계가 되고 곧바로

노심손상으로 연결되는 사고(BDI-A).

• 축압기내에 희석된 붕산수가 존재하고 전동기 구동밸브에 누수가 발생하여 노심내

냉각수의 보론농도가 희석되면저 반응도가 장승하여 임계가 되고 곧바로

노섬손상으로 연결되는 사고 (8DI-B).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촉압기에 의한 희석사고의 전제조건으로 축압기에 저농도

붕산수가 존재하고있어야 한다. 축압기에 저농도붕산수가 공급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의해셔이다.

• 저농도 붕산수로 채워진 재장전수 탱크 에 의한충수

• 운전중 측압기와 노심냉각계동 사이에 있는 check valve를 통하여 노심냉각

계통측의 저농도붕산수가 축압기로 유엽(I않kage)

미국의 Licensee Event Reports(LERs)에 와하면 1980'건부터 1986년사이에 축압기의 물이

희석된 사건이 79건 발생하였고 그 대부분이 누수에 의한 유입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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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장전수 탱크에 의한 희석사고(BD2)

가. 계통절명

그림 4-2는 재장전수 탱크 계롱의 개략적 도면이다， 재장전수 탱크는 아래와 같은 보편적

가능을갖는다.

• 노심 냉각재 상심사고시 노심냉각기능

• 재장전시 Cavity 충수 기능

• 축압기종수기능

• 기타 1차측 보수시 water flushing 이 요구될때 수원(water sources)기능

재장전수 탱크는 2,000 ppm의 붕산농도를 가지는 500,000 gal 정도의 물로 채워져 있다.

내부압력은 대기압이며 노심 비상냉각시(ECCS) 안전주입펌프에 의해셔 노내로 유입된다.

기술사양셔에 의하면 재장전수 탱크는 I주에 I회씩 그리고 재충수시엔 그 직후에

보론농도를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나. 사고시나라오

재장전수 탱크에 의한 희석사고는 재장전수 탱크가 갖는 기능에 곤거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사고 시나리오를 구생할 수 었다.

• 재장전수가 희석된 상태이고 정지시 부주의에 의한 안전주입펌프의 동작으로

재장전수 탱크 의 저농도 붕산수가 노심으로 유입되며 그 결과 입계가 되어 노심이

손상되는 사고 (BD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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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전수가 희석되어 았고 Valve의 틈새를 통해 갱지시 재장전수 탱크로부터

노심냉각계동으로 물이 유엽되어 노섬반웅도 상승을 유발하여 노심이 손상되는

사고(BD2-B)

• 희석되어 있는 재장전수 탱크 물이 ca까” 충수시 노심으로 유입되거나 또는 Water

flushing을 이용한 Cavity청소시 노섬에 유입되어 노심손상을 유발하는사고(BD2-e).

재장전수 탱크에 의한 희석사고(8D2)가 발생하가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는 젓이

재장전수 탱크내의 보룬희석이다. 재장전수 탱크 측에 저농도붕산수가공급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경우이다.

• 저놓도붕산수 충수에 의한희석

재장천수 탱크 충수는 I차측 냉각수에 붕산을 혼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혼합되는 붕산의 양은 붕산 커브 또는 도표를 사용하여 운전원이 결쟁한다.

운전원의 붕산농도 결정의 잘못으로 인해 재장전수 탱크에 저농도의 붕산수를

주입할 수 있다. 또는 계통의 오동작에 의해 붕산이 적게 투입되는 경우도 고려할

수있다.

• 누수에의한재장전수탱크희석

Safety Injection Test Line, Containment Spray Pump Test Line, 그리고 Reactor Coolant

Drain Pump Line 등을통한누수에 의해 재장전수 탱크 물이 희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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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 빛 체적제어계동 사고에 의한 보론희석 (BD3)

가. 계통셜명

그렴 4-3은 일반 원자력발전소의 화학 및 체적제어계동도이다. 그림으로부터 화학 벚

체적제어계통은 크게 출수 및 충진계통(letdo때 and charging 앙앙ern)과 보충수계통 (makeup

system)으로 구생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여틀 계통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체적제어 기능

• 냉각재 펌프에 밀봉수 공급 기농

• 노내 붕산농도제어 및 기타 불순물 여과 기능

보통 냉각수내 붕산농도 증가는 노심냉각계통에서 유출원 저농도 붕산수를 체적

제어탱크(VeT) 또는 폐기물 처리 계통으로 방출하고 대신 고붕산 농도의 물을

체적제어탱크 또는 충전휩프 Suction 을 동하여 노심냉각계동으로 주입함으로써

수행된다. 반면 붕산농도 희석은 출수를 통해셔 유입된 고붕산농도의 노심냉각계통 물을

체적제어탱크 또는 페기물처리계통으로 방류하고 대신 순수(Derni. Water)를

체적제어탱크 또는 충전펌프 Suction 을 통하여 노심냉각계통에 주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냐. 사고시나리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에 의한 보론회석사고란 저붕산농도 물의 유업에 의해 l차계통의

붕산농도가 희석됩올 의미한다 따라셔 이러한 사고는 운전원의 부주의 또는 Blending

sy와em， 보충수 유로계통의 오동작 등과 같온 화학 맺 체적체어계통의 오동작에 의해

발생활 수 었다. 임계사고에 의한 노섬손상사고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경우 198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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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수기간중 약 25건의 보론회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4-5] 이들

보론회석사고에 대해셔는 오래동안 미규제위원회떠RC)의 주요 관심사항중의 하나였다.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에 의한 보론희석 사고는 모든 운전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 Mid-Loop운전시의 사고는 노심에 존재하는 냉각수의 양이 적고 원자로가

대기압 상태이므로 쉽게 냉각수가 버둥하여 증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따라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희석사고는 Mid-L∞p 운전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보론

희석사고(BD3-A)， 기타 저출력/갱지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보론 회석사고(BD3-B)로

나누어 수행합이 바람직하다.

4. Water Slug 잡엽에 의한 희석사고(BD4)

Water slug 삽입사고란 1차측 냉각펌프(RCP)가 동작하고 있지않는 동안에 Loop 또는

노심하단에 저보론농도의 물이 고여었다가(Water Slug) 노심냉각펌프 의 동작과 동시에

노심으로 삼입되어 순간적으로 초임계를 형생함으로써 노심손장사고를 유발하는

보론희석사고를 의미한다 Water slug을 형생시컬 수 있는 초기 사건으로서는 아래와

같은것들이있다.

• 외부전원 장설사고 (Loss ofOffsite Power, LOOP)

• 증기발생기관 파열 몇 누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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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전현 상실사고(LOOP) 에 의한 보론희석

(1) 계통셜명

외부전원 상실사고에의한 Water Slug생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그러고 전력 공급계통에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 화학 및 체적제어계동

개략적인 기능 및 계통도는 2.3철에서 셜명한 바와 같다. 보론희석을 수행하기전

운전원은 어느정도의 순수를 노섬냉각계통에 공급하여야 원하는 갱도의 회석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그리고 폐겨물 처리계통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내에셔 letdown을

폐기물 계통으로 방류하고 그에 장웅하는 순수를 체적제어탱크에 공급함으로써 희석을

수행한다. 희석률은 충전펌프 사용갯수를 통해 조절한다. 따라셔 보론회석중에

체적제어탱크는 아래와감은 현상적 특성을 갖는다.

• 체적제어탱크에는저농도붕산수또는순수가채워진다.

• 체적제어탱크에 공급되는 보충율은 충전펌프를 통해 노심냉각계통에 공급되는

충전율과 서로 일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체적제어탱크 의 수위는 정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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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전력 공급계동

그림 4-4는 개략적인 소외전력공급계통을 표시한다(영광 3/4호기). 주전력은 345kV

bus를 통해서 공급되며 이틀은 두개의 외부전원 및 영광 112호기 측에도 연결되어있다.

그림으로 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소외 전력공급 특생이 아래와같음을 알 수 있다.

• 외부천원장실(LOOP) 사고시 노심냉각핍프에 공급되는 천원도 동시에 상설되어

노섬냉각펑프는 쟁지한다. 소외전원이 회복되기전까지 노섬냉각펌프 기동은

불가능하다

• 충전펌프에 공급되는 전원은 안전계통에 연결되어었다. 따라서 외부전원

.상심사고가 발생하여도 디첼발전기에 의해셔 충전펌프에 전원이 공급되므로

충전펌프는 계속 동작한다

(2) 사고 셔나리오

원자로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냉각수에 함유된 보론양을 줄여야 한다. 따라셔 원자로

기동중 외부전원 장실사고(LOOP)가 발생하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노심하단에

저온， 저보론농도의 Water Slug가 생성된다.

1) LOOP 사고 발생즉시 CROM의 전원장설에 의해 정지봉(Shutdo때 Banks)이 노내로

삽입된다.

2) 노심냉각펌프가전원상설에의해정지한다.

3) 보론 희석중이므로 체적 제어탱크에는 순수(Demi. Water) 또는 저농도붕산수가

채워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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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상디첼발천기에 의해서 충전펌프는 계속동작하며 그 결과체적제어4)

탱크로부터순수(또는 저농도붕산수)가1차측에 유입된다.

l차측에 유입된 순수는 기존 노심냉각계통에있는 물보다저온이므로충류를

형생하며， cold leg을 통과해 노심하단에서 Water Slug를 형생한다.

5)

기동하여노섬냉각펌프를복구되고 계통이 갱장으로 환원되면 운전원은외부전원이

노심하단에 형생된 water slug가그러고 이때원자로 기동운전을 계속할 것이다.

노심의 중심부에는 노심하단에 비해노심냉각펌프에 의해 노심의 중심부로 이동한다.

따라서 동일한 양의 water slug라도 그 것이 노심의훨씬 높은 중생자속을 유지한다.

중심부에 위치하게되면 훨씬 많은 고속중생자를 열중생자로 바꾸어놓는다. 따라셔 water

급속히영향은주!노심의 반웅도에것이야동함에 따라 그노심중심부로slug이

결과적으로 저온/저보론 water slug의 중심부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양의증가한다.

반웅도(positive 없다lvity) 증가가 정지여유반웅도(shutdown margin)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임계를 유발하여 노심손상사고를 일으킨다.

증기발생기관 파열 및 누수 사고 에 의한 보론희석나.

계통셜명
‘
l·f

i
ll

i--‘

증기발생기는 l차측의 열을 이용하여 2차측에 수증기를 발생시커는 장치로서 증기발생기

방지하기 위하여
-z.] 。
잇늘

갱상운전중에는 항상 I차측의 압력을 2차측에 비해 높게 유지한다.

오염되는2차측이l차측에 의해사고시동과 같은관파손

사고시나리오(2)

증기관 파손이 발생후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셔 2차측 냉각수가 I차측으로 역류할

만약 역류가 진행되고 있을때 노심냉각펌프가 정지해 있으면 2차측의 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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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측 cold leg 부근에 축적되어 water slug을 형생한다. 그리고 이들 water slug이

노심냉각펌프에 의해 노심으로 삽입되고 그 결과 파생되는 양의 반웅도가 노심이 갖는

쟁지여유 반웅도를 초과할 경우 순간적으로 노심이 초임계가 되어 노심손장사고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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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절 사고의발생빈도및위혐도

사고의 특성을 결정하는 두가지의 중요인자가 그 사고의 발생빈도 그러고 임단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사고가 가져올 결과의 위협도이다. 바록 그 발생빈도가 높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초래하는 위험도가 경미한 사고가 있는 반면 그 위험도가 너무커셔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여야하는 사고가 었다 PSA룰 수행하는 목적중의 하나는 후자 즉， 사고의

위험도가 큰 사고를 찾아내어 그 발생빈도를 억제하도록 계통설계를보완하는 데 었다.

본 갤에셔는 외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절에서 논의한 각 사고별 발생빈도 및 위험도를

평가해 보고자한다. 어떤 사고가 갖는 발생빈도는 그 사고률 구생하는 각 사건의

발생확률을 정량화합으로써 쉽게 쟁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위험도는 그랭지못하고

상당히 주관적이다. 모든 보론희석사고의 귀결점은 노심손상이다. 따라셔 본

연구에서는 사고별 장대적 위험도를 사고의 진행속도 그라고 사고 초기 사고의 결과를

완화시커가 위해 운전원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의 많고 적옴에 입각하여 평가하였다.

1. 축압기에 의한 보론희석사고 (DDt)

축압기에 의한 희석사고는 촉압기 자체 희석이 싼행조건이다. 참고문현 [4-2]에 의하면

Westinghouse 타입 발전소의 촉압기가 어느순간 희석되어있을 확률이 약 9.7x lO·5 라고

보고되어 있다 . 그러나 이 값은 희석의 정도를 반영하고있지는 않다 즉， 기술사양셔가

요구하는 축압겨 표춘 보론 농도가 2,000 ppm얼때 설제 측쟁값이 단지 2,000 이하일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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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동기 구동밸브 깨방에 따른 희석사고(DDt-A)

그렴 4-5는 BDI-A 사고에 대한 사건수목을 나타낸다. 측압기에 의한 희석사고(B01)는

노내압력이 축압기보다 낮은 재장전 보수기간에 발생 함다. 노섬냉각계동의 압력이

1,000 psig 이하가되면 축압거로부터 노심냉각계통측으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동기 구동밸브가 작동하여 축압기를 노심냉각계통으로부터 분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동기 구동밸브의 우발적 열렴에 대비하여 Valve를 완전히 잠그고 전동기

구동밸브를 비여자(de명nergize)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운전자가 실수로 전동기

구동밸브 를 비여자하지 않았을 경우 우발적 신호에 의해 전동기 구동밸브가 열리고

축압기 내의 저보론농도 물이 노심으로 유입되어 사고를 유발한다.

참고문헌 [4-2]에 의하면 Westinghouse 타입 Zion 발전소의 경우 BDI-A사고가 발생활

확률은 약 6.9xlO-1OIRY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반웅도 사고는 보론회석에 의해 생생된

양의 반웅도(positive Reacti찌ty)가 노심이 갖는 정지여유 반웅도를 초과했을때 비로셔

발생한다. 따라셔 유입완 저농도 붕산수의 양 및 붕산농도의 조합이 어떤 문턱값 이상이

되어야 노섬손상사고로 귀결된다. 평가된값 69xl0-10쩌Y는 이러한 물리적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있다 따라서 실제 확률은 어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BDI-A 사고는 매우 빠른 순간에 다량의 저농도 붕산수가 노섬에 유입되므로 그

진행속도가 운전원이 제어할 수 있는 영역밖에 있을 것이다. 특허 정지장태에서는 모든

제어봉/정지봉이 노심에 삽입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운전원이 사고를 진화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반용도 삽입 장차가 없으므로 사고의 초기진화가 어렵다. 따라서 사고의

진행속도 측면에서 BDI-A는 노심손상위험도가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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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동기 구동밸브 누수에 따른 희석사고(DDt-B)

그림 4-6은 BDI-B사고에 대한 사건수목을 나타낸다 BDI-A수목에 비해 BDI-B는

노섬내의 유동호륨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고 BDI-B논 BDI-A에 비해 훨씬 느린속도로

진행되므로 노내 유동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BDI-B사고는 계속적으로 저농도붕산수가

누수되고 이들이 노심바닥에 축적되며 그 결과 노심반웅도가 증가하므로써

노심손상사고로 연결되는 사고이다. 만약 노심내에 충분한 유동의 흐륨이

형생되어있으면 이들 저농도붕산수가 이미 존재하고있는 노심내의 저농도붕산수와

섞여셔 희석효과를 균질화시킨다. 저농도붕잔수가 노섬에 균질하게 섞여있을때 보다

셔로 뭉쳐있을때 노심이 더 빵랴 임계점에 도딸한다. 따라서 노섬내에 괄목할만한

유동의 흐륨이 있으면 BDI-B사건이 노섬손상사고로 연결될 확률은 매우 낮바진다.

노심내 유동흐름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BDI-B사고가 실제 노섬손상사고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노섬내 저농도 붕산수가 축적되면 점진적으로 반응도가 증가하여 중생자속을

증가 시킬것이고 그 결과 alam에 의해 운전원이 사고진행을 감지할 것이다. 뺀만아니라

보론희석 반웅도의 점진적 증가에 의한 출력증가는 그 반대급부로 출력결손에 의해 용의

반응도가 생생되므로 사고초기의 상당기간은 야들 읍의 반웅도에 의해 사고진행이 둔화될

것이다. 그 결과 운전원이 감지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증가되어 운전원에 의해

사고진행이 종료될 확률이 높아진다. 참고문헌 [4-2]는 Westinghouse 타입 Zion 발전소가

BDI-B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약 4 lx lO-9/RY라고 평가하고 었다. 이 값은 사고의

진행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운전원이 감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운전원이 감지할 확률을 고려하면 BDI-B 사고가 노섬손상사고로 연결될

확률은 계산값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비록 사고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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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손장 사고로 연결되는 사고가 아니므로 BDI-B사고는 BDI-A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심손상위험도가적다.

2. 재장전수 탱크에 의한 보론희석사고 (BD2)

재장전수 탱크에 의한희석사고는 재장전수 탱크 자체 희석이 선행조건이다. 참고문헌

[4-2] 에 의하면 Westinghouse 타입 발전소의 재장전수 탱크가 어느순칸 희석되어있을

확률이 약 2.8xl0·S 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 그러나 이 값은 촉압기의 경우와마찬가지로

희석의 정도를 반영하고있지는 않다. 즉 기술사양서가 요구하는 재장전수 탱크 표준

보론 농도가 2，000 ppm얼때 실제 측정값이 단지 2,000 이하일 확률이다.

가. 안전주엽펑프의 오통작에 의한 보폰희석사고(BD2-A)

그림 4-7은 BD2-A사고에 대한 사건 수목을 보여준다. BD2-A사고는 공학적 안전셜비

계통이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반 발생한다 따라서 공학적 안전셜비계통 동작이 사고의

선행조건이 된다. 운전쟁지시에 노내압력은 대기압이므로 안전주엽펌프에 의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재장전수 탱크의 저농도붕산수를 노내로 유입시킬 수 있다.

개략적 계산에 의하변 Westinghouse 타입 Zion 발전소의 경우 BD2-A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약 3.7xlO용fRY로 평가되었다[4-2]. 앞서 언급한 BDI-A사고확률 계산값과 마찬가지로

BD2-A의 계산값도 재장전수 탱크로부터 삽입된 저농도 붕산수의 양 및 붕산농도에 대한

쟁보를 포함하고있지 않다. 그러나이 사고 역시 BDI-A사고와마찬가지로 일단발생하면

운천원이 사고의 진행을 막기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적 이므로 위험도가높을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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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통의 누수에 의한 보론희석사고(BD2-B)

그림 4-8은 BD2-B사고의 사건수목을 나타낸다. Valve의 오동작에 의해셔 Valve 틈이 생생

되고 이 틈들이 재장전수 탱크로부터 노심냉각계동으로의 유로를 형생한다. 정지시 노심

냉각계통측이 대기압이 되므로 중력에 의해 이틀 유로를 통해 재장전수탱크 물이

노심냉각계통으로 누수된다. 누수된 물은 노심하단에 축적되고 그 결과 노심윤 임계가

되어 노섬손상사고를 유발시킨다. BDI-B 사고와마찬가지로 노심내 유동흐름이 클 경우

저농도 붕산수가 기존 노섬냉각수와 혼합되어 노섬내 반웅도 증가율을 둔화시카며 그

결과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낮아진다.

개략적인 사고확률 평가에 의하면 Zion 발전소가 BD2-B사고를 열으킬 확률은 15x lO-8/RY

로 판명되었다. 이 값이 갖는 물리적 의미 그러고 사고의 진행 특쟁은 기 언급한 BDI-B

사고와 동일하다. 따라서 BD2-B는 운전원이 감지할 수있는 확률을 고려하면 계산값은

훨씬 작아질 컷이고 BD2-A에 비해 사고의 위험도가상대적으로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Cavity 충수 또는 유지보수 작업에 의한보론희석사고(BD2-C)

재장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압력용기 윗부분을 제거하고 Cavity 를 충수하여야 한다.

Cavity 충수시 잔열제거계통이 재장전수 탱크에 연결되고 재장전수 탱크 물이

잔열제거계통을 통하여 노내로 유엽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재장전수 탱크 물은 Hot Leg을

통과하여 Ca찌ty를 채우게 된다. 저농도 붕산수가 Hot Leg를 통하여 노내로 유엽되므로

화석사고는 매우 느련속도로 진행되거나 노심손장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1ιI ,

유입된 물의 온도가 노심내 기존 물의 온도보다 낮을 경우 자연대류에 의해 노섬

상부로부터 희석효과의 균질화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셔서허 노심의 반웅도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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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나 유입된 물이 노심온도보다 높을 경우는 저보론농도의 물이 노섬에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설하여 보론희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원자로 유지보수작협(Ca꺼ty 청소)시 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재장전수 탱크 물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유지보수에 의한 보론희석사고는 두가지 초기사건에 의해셔

시작될 수 있다. 첫번째는 재장전수 탱크 물이 저농도 붕산수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작엽자의 질수로 순수(Demi. water)를 사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저농도

붕산수(포는 순수〉가 Cavity 충수시와마찬가지로 노심 장단부로 부터 유입되므로 노심의

반응도를 매우 완만한 속도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 경우 노내 중생자 경보장치 동에

의해서 사고의 진행야 운전원에채 쉽게 감지되어 사고로 이어질 확률어 거의 사라진다.

Cavity 충수 또는 유지보수에 의해 발생하는 BD2-C 사고는 그 진행속도가 느라고 여러

계측장비에 의해 충분히 사전에 감지될 수 있으므로 노심손장사고로 귀결될 확률은 매우

낮을것으로판단된다.

3. 화학 빛 체적제어계통 사고에 의한 보론희석사고 (BD3)

가. Mid-Loop운전시 화학 및 체적재어계통 사고에 의한 보론희석사고

(BD3-A)

그림 4-9는 BD3-A의 사건수목을나타낸다. 보론회석에의해셔 노심의 반웅도가증가하면

중생자속의 증가에 의해 고중생자속 경보가 울린다. 이 경보음이 울려면 운전원은

보론희석이 진행되는 근원을 찾아셔 쟁지시켜야 한다. 예룹 들어 충전웹프 또는

letdo때을 정지시킨다. 보론희석율에 비례하지만 보통 경보움이 울리고 운전원이

사고진행을중지시키기위해사용할수 있는 시간은 10 -20분 정도이다. 주어진 시간내에

운전원이 사고진행을 막지 못하면 노섬은 임계가 되고 l차 냉각수가 버둥한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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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의 벼등은 잔열재거계통 펌프에 Ca찌ty를 유발시켜 잔열제거계통을 정지시킨다.

이후 보론희석사고를 중지시킬 수 있는 수단은 LHSI롤 동한 고붕산수 주엽이다. 고붕산

주엽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보론회석사고는 노섬손상사고로 귀결된다.

Westinghous 타입의 Surry 발전소에 대해 개략적으로 계산된 Mid-Loop운전시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사고에 의한 보론희석사고 확률은 약 9.0xlO용fRY로 평가되었다[4-5].

그러나 야 값은 단지 사고의 발생빈도만을 나타낸다. 보론회석에 의해 노심 냉각수가

비등하게 되면 냉각수의 감속능력 퇴화로 상당량의 부반웅도(Negative Reactivity)가

생생된다. 따라셔 이 들 부반응도에 의한 사고의 진행속도감소 등을 감안하여 사고의

중대생에 대한보다깊온 연구가수행되어야한다， 그러나 BD3-A 사고는 사고의 중간에

운전원이 개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고 사고의 초기 진행속도가 완만함으로

위험도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나. Mid-Loop을 제외한 저출력/정지상태에서 화학 빛 체적제어계통

사고에 의한보론희석(BD3-B)

여타 보론희석사고에 비해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에 의한 보론회석사고는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NRC 보고서[4·2]에 따르면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에 의한

보론희석사고의 발생빈도가 운전쟁지 상태에서 2.0xl0-4 IRY으로 평가되어 있다 이는

정지여유도가 0.0이 ?확률 2.0x lO-3/RY 그리고 운전원이 이를 감지하지옷함 확률 0.1을

곱함으로써 산출하였다.

Mid·L∞p을 제외한 정지상태에 대해 상셰 노심해석계산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냉각수 비등과도플러 궤환효과에 의한부반웅도 생생으로 비록 임계사고가발생하더라도

출력이 노심 운전출력의 3%를 초과하지 못하는 컷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Mid-Loo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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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저출력/갱지상태에셔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사고에 의한 보론회석사고는

노섬손상을 얼으커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 Water Slug삽입에 의한보론희석사고(BD4)

가. 외부전원 장설사고에의한 보론희석사고

LOOP사고가 발생하면 냉각수 보충계통(makeup system)도 정지함으로 체적제어탱크에

새로운 물풍급이 쟁지된다. 따라서 LOOP 사고가 장기화되면 충전펌프에 의해

체적제어탱크 의 물이 고갈될 것이다. 계통의 동작절차에 의하면 체적제어탱크 의 수위가

저수위 셜쟁치에 달하면 충전펌프 SuctIOn 이 째장전수 탱크로 전환하게 되어었다.

따라셔 여타 다른 보론희석사고에 버해 LOOP에 의한 희석사고는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사고진행시간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한다. 즉 초기 체적제어탱크 풀이 노심냉각계통

으로 유업되는 동안은 Water Slug의 규모가 증가하여 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체적제어탱크 물이 고캉되고 고보론농도의 재장전수 탱크 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고의

가능생이 차츰출어틀다가마침내는사라져 버린다.

그립 4-10은 외부전원 장실사고에 의한 보론희석사고의 사건수목을 보여준다.

그림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사고경위 (sequences) 에 의해 노심이 손상될 수 있용을

알수있다 .

• 경위 l

L∞P 사고직후 다첼 발전기에 의해 충전펌프가 동작하여 Water Slug을 형생하고

노심내에 사고발생을 저해하기에 충분한 재장전수 탱크 물야 유입되기전에

외부전원이 북구되어 노심 냉각펌프가 동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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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위 2

LOOP 사고직후 디첼 발전기가 고장을 일으커지만 외부천원 보다 먼저 복구되고

충전햄프가동작하여 Water Slug을 형성하고있는 노섬내에， 사고발생을 저해하기에

충분한 재장전수 탱크 물이 유입되기전에 외부전원이 복구되어 노심냉각혐프가

동작하는경우 .

• 경위 3

LOOP 사고직후 다첼 발전기가 고장옳 일으켜 와부천원 보다 늦게 복구 되지만

충전펌프가노심냉각펌프보다 먼저 동작하여 Water Slug을 형생하고있는 노심내에

사고발생을 저해하기에 충분한재장전수 탱크 물이 유업되기전에 노심냉각펌프가

동작하는경우.

외부천원 상실에 의한 보륜회석사고는 불란셔와 미국에셔 표준발전소에 대해 상당히

깊이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블란셔의 경우 표준 900 MWe PWR에 대해셔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13xlO용fRY의 발생빈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4-7J 미국의 경우 CE

타입인 Calvert Cliffs, Westinghous응 타엽인 Surry 그리고 Babcock &Wilcox 타입언 Oconee

발전소에 대해 수행하였고 각기 그 발생빈도가 2.00xlO-5fRY. 9.74x lO경fRY . 2.80x lO

5fRY임을 확인하였다 [4-3]. 미국의 결과와 불란셔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계통의 차이도 있지만사고갈 가정하는 방법론의 화이에 의해셔 발생한것으로 추정된다.

외부전원장설 사고에 의한 보론회석사고는 사고의 진행이 순깐에 이행되므로 일단 사고가

시작되면 운전원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 컷도 없다. 따라셔 위험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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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기발생기판파열빛누수에의한보론희석사고

스웨덴 몇 미국에셔 개략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모두 We뼈nghou앓 타업에 대해셔

뿔이다. 사고의 발생빈도 및 결과의 심각생에 대한 연구결과가 정량적으로 알려져

있지않아셔 현시검에셔 사고의 발생빈도 및 위험도를 평가하가는 매우 어렵다.

Westinghouse 타입에서는 증기발생기관 파열이 생기면 원자로를 정지하고 1, 2차측이

충분히 감온， 감압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Aux. Feed Water룰 이용하여 증기발생기판을

backfill 하여 계통의 냉각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backfill 과쟁중에 상당량의 Aux. Feed

Water가 1차측으로 유입되고 그 결과 보론희석사고를 열으키기에 충분한 water slug이

생생된다. 반변 Combustion Engineering 타입에서는 증기발생기관 수러시 backfill 절하가

없다. 1 ， 2차측이 충분히 감용， 감압되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관수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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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결론

제 l절에셔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복표는 향후 심도있게 연구룰 수행하여야할

위해도가 큰 보론희석사고를 션별하는 데 었다. 사고의 위해도는 그 사고의 발생빈도

그리고 위험도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4-1은 각 사고의 발생빈도 및 사고의 진행 속도(위험도)를 나타내고， 표4-2는 각 사고가

발생활 수 있는 발전소의 운전상태(Plant Operating State)를 나타낸다. 하나의 사고에

대해 2개이상의 값이 연구결과주어졌을경우보다보수적인 값을취하여 표를 작생하였다.

축압기 희석사고의 경우 전동기 구동밸브 개방에 의한 BDI-A의 사고확률이 누수에 의한

BDI-B 사고의 확률 보다 낮다 BDI-A사고는 빠른속도로 진행되므로 열단 발생하면

운전원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BDI-B 사고는 느린속도로

진행되므로사고의 진행 순간에도 운전원이 인지만한다면충분히 사고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 따라셔설제적으로보다관심을가져야할사고는BDI-A일것야다. 그러나두경우

모두 무시할 수 있는 발생빈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축압기의 희석에 의한 보론회석사고를

심도있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BD2-C 사고의 경우 평가자료가 전무하지만 발생빈도가 매우 희박합 것으로

예측되며 성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속도가 매우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운천원에 의해서 충분히 중지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BD2-A 와

BD2-B는 그 발생빈도가 충분히 작다고 판단되므로 버록 그 위험도는 높지만 깊이있는

연구를 수행하여야할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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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Loop운전시를 제외한 화학 및 체적제어계동에 의한 보론회석사고는 이미 미국

NRC에셔 노섬손상사고로 발전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있다. 다른 운전상태에 비해

Mid-Loop 운전의 차이는 냉각수의 양이 작아셔 쉽게 비등하고 희석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노심에 어느정도의 손상을 주는지

정량적으로 알려져 있지않다.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Mid-Loop 시 발생하는 BD3-

A는 발생빈도가 _lO-6/R.Y 로 상당히 높다. 따라서 BD3-A에 의한 노심손장 가능생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셔는 보다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소외전원 장설사고에 의한 보론회적사고는 외국에서도 상당히 깊게 연구룰 수행하고 있는

분야이다. 외국의 결과로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의 위험도도 크고 발생빈도도 무시할 수

없는 값이다. 따라서 추후 상셰 평가가 요구되는 사고이다. 반면 수증기 발생기관 파열

빛 누수헤 의한 보론회석사고는 아직 정확한 사고진행 시나리오가 파악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BD4-B사고는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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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고별 발생빈도

사고명 사고 m 발생빈도 사고진행속도 운전원이

(fRY) 취할수있는방안

1.축압기에의한 BDI-A _ 10-10 빠릅 매우제한적

보론회석사고 BDI-B _ 10, 9
느렴 약간제한적

2. 재장전수탱크에 BD2-A - 10-8 빠름 매우제한적

의한보론회적사고 BD2-B _ 10-8 느림 약간제한적

BD2-C - 매우느렴 약간제한적

3. CVCS 오동작에 BD3-A _ 10-6 느렴 약간쩨한척

의한보론회석사고 BD3-B _10 -4 느렴 약간제한척

4. Water Slug 삽입에 BD4-A _ 10-6 매우빠륨 거의없읍

의한보론회석사고 BD4-A - 매우빠롬 거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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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 {뉴키

질소충전

(
聊좀
처
때
)

삐
*
a
R
M

a

혹압기

ColdL맹

샘플채취

그림 4-1혹압기 개략적 계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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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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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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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장전수탱크

+
혹압기충수

lPSI
C이d Leg Hot Leg

~

주I

i }훌
; ;뿔

: ;훌

원자로

HPSI

RHR System

그럼 4-2재장전수 및 주요 관련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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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Cold Leg

체적

체어탱크

정제계통

액체펴|기물

처리계통

보충수

재장전수

펌프‘
밀봉수

화학계통

충전펌프

그림 4-3 화학 및 체적제어계톨의 개략적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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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345kV
SWltchyard

130 kV

송전선

.16 kV 416 kV

훌전펌프

그림 4-4 일반 원자력발전소의 전력공급 계릉도(영광3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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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In Accumulator Accumulator Accumulator
SID States MOV DeenerglZed MOVO뿜ns Boron OK

그림 4-5정치시 혹입기 MOV 개방에 의한 보론회석사고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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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in Accumulator Sufficient Accumulator

510 States MOVLeaks Core Flow Boron OK

그림 4-6 혹압기 누수예 의한 보톨희석사고 서: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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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in Safeguards No Inadvertent . RWST
Cooldown &Startup in Service Safety I미ection Boron OK

그림 4-7채장전수 안전주입계통 동작에 의한 보흔희석사고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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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In Path from RWST Sufficient RWST
SID loRPVO뼈ned Core Flow Boron OK

그림 4용 재장전수 탱크 누수에 의한 보론회석사고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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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야rator Falls to O뼈대tor Falls to
No Makeup Water Reahze the Sltuabon

Unplanned Boron
High 디”띠

IdentJfy the Cause
to RC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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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PSA Workstation 개발

제 1 절 개요

1. PSA 방법론 개발의 추세

PSA (probabilistic Saf벼 Assessment) 방법은 ’fMI 사고이래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생

평가의 한 도구로셔 덜려 사용되고 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셔도 모든 발전소에 대해

PSA 를 수행하여 안전생을 엽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의 많은 원전에 대해셔도

PSA 가수행되고 있다.

PSA 는 원전의 셜계뺀만 아니라 운전， 보수등을 총괄적으로 모멜하고 평가하고 있는

방법으로셔， 최근에는 이러한 PSA 모텔을 이용하여 원전의 운전 및 보수분야의 웅용 및

규제분야에셔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셰이다. 국내에셔는 원전의 라스크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보수운션순위를 결정하여 주는 PEPSI [5·11, 버장시 운전원

지원 도구인 KOSSN [5-2] 등의 prototype 이 개발된 바 있으며， 머국에셔는 EPRI사가 마국，

한국등 여러나라와 공동연구로 리스크 모니터 저출력/정지시 의사결정등을 지원할 수

있는 Risk and ReliabIlity Workstation [5·3] 을 개발중에 었다.

PSA 웅용분야는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 었으며 미국 NRC 애셔는 PSA 결과의 이용이

필수적인 Maintenance Rule 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PSA 는 앞셔 말한 바와 같이 원전의 셜계 및 운영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법론이므로

원전의 안전생 향상， 규제 지원， 경제생을 포함한 운영지원등에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야를 모두 PSA 웅용분야라부르며 이 분야의 적용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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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PSA 웅용분야의 개발에셔는 PSA 모텔뿔만 아니라 P&ID. 보수이력， Tag휠ng

자료등의 많은 자료를 체계적이고 유가적으로 연결활 수 있는 방법이 휠수적이다. 또한

PSA 분석자， 원전 운영부셔， 규제가관등이 모두 이틀 웅용분야의 사용자가’될 수 있으므로

PSA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쉽게 접곤하코 체시활 수 있는

전산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셔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PSA 방법론 개발은 다읍과 같이 크게 두가지를 목표로

하고있다.

• PSA 및 PSA 웅용을 위한 소프트꿰어 platform 의 개발 : 현재 여러 원전의 PSA

수행에 MS~DOS version 의 KIRAP 을 사용하여 왔으나 훨요한 쟁보 벚 떼이타와

유기적이고 일판적얀 판리를 위하여 PSA Workstation 을 Windows 환경에사

개발하고 었다. PSA Workstation 은 PSA 수행용일 뿔만 아니라 지금 연구중인 Living

PSA 방법론을 적용할platfonn 으로 사용될 것이다.

• PSA웅용 방법론 개발 : 규제， 안전생 향장， 운전져원등에 사용할 수 있는 PSA 웅용

방법론 개발에셔는 지금까져 개발된 리스크 모니터인 PEPSI 방법론의 보완 Risk

Based Regulation 방법론 개발. Risk-Based Tee빼혀1 Specification 방법론 개발. IPE

(Individ뻐1 Plant E때mination) 의 얼환으로 수행된 국내 원전의 PSA 를 현장에셔

지속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LivingPSA 방법론개발등이 포함된다.

Risk Monitor 등의 PSA 웅용 방법론 개발을 위해 미국의 EPRI 사와 Risk and

Reliability (R&R) Workstation 개발국제 공동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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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A Workstation 개발 방안

PSA 몇 PSA 웅용을 위한 소프트쩨어 platfonn 율 본 연구에셔는 PSA Workstation 이라고

부른다 PSA Workstation 은 기존의 KIRAP (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잉e

Package) [5-4] 을 개선하여 개발되고 있다.

PSA Workstation 개발에셔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Windows 용 소프트웨어 개발여 아니라

PSA 분석， PSA 웅용 프로그햄 개발， PSA 검토등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소프트쩨어의

개발이다.

PSA Workstation 의 개발 방향은 크게 다읍과 같다.

• 사용자 작엽이 많은 부분은 Windows 용으로 재발 (Cut set generator 와 같이 계산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햄은 Dos용을 그대로 사용)

• Pli여ect Manager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모텔， 데이타， 분석절차를 데이타빼이스화

• PSA 분석절차흘 자동화 (하나의 명령으로 모든 분석을 수행)

• PSA 모탤간의 연결을 보강하고 PSA 모텔과 P&ID 둥과의 연결을 추구 (PSA 분석 빛

검토가용이)

장기적인 개발전략에셔 보면 Prl이ect manager 의 도엽과 PSA 분석절차를 자동화함으로써

PSA 분석을 편리하게 한다. 또한 이를 기반요로， 즉 모든 모댈과 데이타， 분석절착가

통합되어 분석이 하나의 명령어에 의해 수행 가능해점으로 PSA 웅용、프로그햄의 개발이

용어해진다. 또한 PSA 수행후 PSA 분석가 (PSA 수행 당사자 및 검토자) 가 모텔을

검토하는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모텔을 통합하고 이를 쉽게 추적활 수

있도록 PSA 모탤 검토 방법을 보완할 껏어다. 특히 고장수목 모텔에 포함된 기본사건과

P&ID 의 기기의 연결상태를 제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PSA 전문가가 아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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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검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략에셔 구성된 PSA Workstation

의개요가

그림 5-1에 추어져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prl애용t manager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PSA 분석에 휠요한 모든 모텔，

data, 분석 절차를 project manager 에셔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PSA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률 prl이ect manager 에 등록시카고， 필요한계산 절차까지도 같이 동록을 시킨다.

지금까지 PSA 수행철차를 보면 모든 모텔과 자료는 하나의 dil1없01γ 등에 저장함으로써

이를 판리하였다. 따라셔 PSA 완료후에도 이들 모델 및 자료는 다른 분석자가 간단히

파악할 수 있었다. 반변 분석 절차는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PSA 완료후 다른 분석자가

이를 파악하려면 장당한시간이 소요되었다. PSA 콜 다른 분석자가 단술 재평가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Pr，이ect manager 는 모든 계산절차까지도

데이타베이스화함으로셔이와 같은 문제를해결할것이다.

이와 함께 PSA 모든 분석을 하나의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중 가장 먼저 필요한 가능은 R띠e-based recovery 이다. 지금까지의 겸험에

비추어 보면 거의 모든 계산과정은 Cut 앓t generator 인 KIRAP-CUT 의 사용자 프로그햄

(user pro햄rn) 에 의해 처려가 된다 그러나 일차적인 사고정량화후 이에 회북조치를

반영하는 작엽이 수작엽으로 처리되어 왔다. 회복조치처리 때문에 하나의 명령에 의한

전체 계잔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위해 회복조치분석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KIRAP

CUT 에 추가하였다. 지금까지는 민감도 분석 수행시 다른 계산은 하나의 명령으로

처리되었으나회복조치분석에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제 R띠e-b잃ed recovery

기능이 추가되어 민감도 분석도 하나의 명령에 의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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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년도 연구내용

이번 년도에셔는 PSA Workstation 개밥을 위하여 사용자의 수작엽이 많은 PSA 모텔링

도구들인 Fa띠ttree 어itor 와 Event tree 영itor 를 Windows 용으로 변환하여 나가고 있으며，

PSA 분석절차 자동화를 위하여 화소단절군 생생 방법론 개션， 회복조치 분석 자동화，

Logi때1 Loop를 가진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 개발등을 수행하였다

PSA 의수행은다읍의

그렴 5-1 에셔 보듯이 크게 모델링과 정량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PSA 모탤램은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PSA 갱량화는 PSA 모델링에 버해셔는 적은 인력이 소요되나

PSA 모탤의 변경이나 민감도 계산등으로 안해 많은 반북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셔 PSA

모탤링 도구의 개선 몇 PSA 정량화 방법 개선은 PSA 의 수행에 있어셔 주요한 사항이다.

PSA 쟁량화방법 개선에 있어셔는다읍과같이 세가치 연구가수행되었다.

• 최소단절군 계산 방법론 개선 Bottom-up 전개 방볍을 개션하고 S뼈nnon

D뼈mposition 을 웅용한 고장수목 단순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Cut

set generator 언 KIRAP-CUT 을 개션

• R띠e-based recovery 방법론 개발 : RI띠e-bas쩌 recovery 에 의한 회복조치 분석 자동화

방안 개발 및 전산쿄드 깨발

• Logi따lloop 를 가진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 개발 : Logi때1 1∞p 를 가진 고장수목의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iteration 방법의 타당생을 입증함.

전산코드 개발은 추후 연구과제에셔 수행할 예쟁

-213-



PSA 모델링을 위한 프로그햄 개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엽이 수행되었다.

• Fa버t Tree Editor 개발 : Windows 환경.에 셔 작동하는 Fault Tree Editor개발

• Event Tree Editor 개발 : Windows 환경에서 작동하는 Event Tree Editor 개발. Event

Tree Editor 는“2단계 PSA 수행기술 개발”과제와공동으로 수행

이외에 PSA 웅용 방법론 개발을 위한 EPRI R&R 국제 공동연구에셔는 다융과 같은

엽무가수행되었다.

• R&R 을통한 PSA 웅용 방법론개발현황 및 주요 issue 에 대한갱보 획득

• 절삭값 (cutoff) 에 의해 삭제된 최소단절군도출 방법론 개발

• 최소단절군 계산 방법론 개발 및 전산코드 개션

• R&R의 Eα)5 를 이용한 영광 3，4호기용 prototype 끼sk monitor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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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PSA 분석 방법론 개발

1. 깨요

PSA 쟁량화방법론개발에 있어셔는 크게다읍과같은셰가지 연구가이루어졌다 .

• 최소단절군계산방법론개션

• R띠e-based recovery 방법론 개발

• Logical loop 률 가진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 개발

PSA 수행에 있어셔 고장수목 및 사건수목과 같은 PSA 모텔과 신뢰도 자료가 주어지면，

PSA 정량화를 수행활 수 있다. PSA 쟁량화는 간단허는 각 사건수목의 각 사고경위와

발생빈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단계의 작엽으로 이루어진다 .

• 해당사고경위에 고장수목 모델을 대입하여 그 사고경위의 최소단절군을 계산
- ‘

'. 최소단정군을 검토하여 필요한회복조치를추가

여기셔 대부분의 경우 최소단절군 계산은 매우 많은 계산시간을 필요로 한다. 만일

모텔이 북잡하여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하여야 한다. 기존의 최소단절군 계산쿄드 KIRAP-CUT 에셔는 또한

사용자가 최소단절군을 계산하기 위해 상당히 복잡한 사용자 프로그댐 (user program

이라고 부르며， 야는 계산 순서를 나타내는 명령어의 집합이다) 를 작생하여야 하였다.

경우에 따라셔는 최소단절군이 쩍절히 계산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프로그햄을 다시 작생하여야 하였다. 이번 년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없애고 계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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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셔는 새로운 Bottom-up 전개 방법론 및 Shannon d없mposition 율 웅용한

고장수목 단순화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를 KIRAP-CUT 에 포함시켰다.

회북조치 분석은 각 최소단절군을 검토하여 이에 필요한 회북조치롤 추가하는

작업으로셔 지금까지는 이를 수작업으로 수행하였다. PSA- 의 특생상 PSA 는 많은 반복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 수작엽이 많아 필요한 회북조치 분석으로 인해 반북 계산이

어려웠었다. 본 연구에셔는 rule-bas빼 recovery 를 수행할 수 있도록 KIRAP-CUT 을

개선하는 작엽을 수행하였다.

Logi잃1 loop 를 형생하는 고장수목은 일반적언 PSA 에셔 혼히 발생하는 일이다. 예로셔

디첼발전기는 4.16 KV 버스에 천원을 공급한며 4.16 KV 버스는 기기 냉각수펌프동과

같은 주요 기기에 전원을 공급한다. 반면 디첼발전기의 냉각은 기기 냉각수 펌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경우 고장수목의 모델이 logicalloop 를 혐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쩨는 크게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여 왔다.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사용되는 방법으로셔 고장수목의 일부를 삭제하여 logi대1100p 를 형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필요한 정보를 일부 장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죽 PSA 분석가의 판단에

곤거하여 얼종의 곤사치를 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론 하나는 iteration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영광 3,4 호기 PSA 및 울진 3.4 호가 PSA 등에셔 사용되는 방법으로셔 결과가

수렴할 때까지 여러번의 반복 계산이 필요하며 또한 그 방법론이 증명되지 않았였다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셔는 이러한 logi않1 loop 를 가진 고장수목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iteration 방법이 올바른 해를 제공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이 방법론을 이용한 전산 코드는 다융 년도에 개발될 예정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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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단절군 계산 방법론 깨션

KIRAPεUT 의 주 기능은 최소단절군생생 (Minimal Cut Set Generation) 이다. Level-I

PSA 에셔 계통 고창수목 분석이나 사고경위 분석 모두에셔 각각에 대해 최소단절군을

생생하고 이로부터 분석을 수행함으로 최소단절군 생생온 PSA 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모든 사고경위에 대한 최소단절군 생생은 work station 및 고생능 PC 에서 수시간 이상의

계산 시간아 결리는 부분이다.

기폰의 KIRAP-CUT 은 사용자가 최소단결군 생생 방법을 적절히 작생하여 (이를 “사용자

프로그햄” 이라 부른다.) 최소단철군을 생생하여야 하였다. 이 경우 사용자 프로그햄을

적절히 작생하지 못하면 최소단갤군 생생에 많은 계산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셔는 생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셔 사용자 프로그댐 작성에 많은

경혐과 지식이 필요하였다.

이번 년도에셔는 KIRAP-CUT 의 최소단절군 생생 방법을 수정보완하였다. 이번

연구에셔 보완된 방법은 bottom-up 전개방법 개발 및 Shannon decomposition 을 이용한

고장수목 단순화 방법 개발이다.

이률 이용하여 KIRAP-CUT 자체에셔 어느정도 최적화된 최소단절군 생생 방법을

작생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최소단절군 생생 방법을 작생할 필요가

없어져 사용이 간단해졌으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계산시간도 KIRAP-CU1‘ 사용경협이

많은 사용자가 작생한 방법보다도 더욱 빵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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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소단철군 계산 방법론 재요

최소탄절군 생생은 기본적으로 다융과 같이 수행된다.

• 고장수목을얽는다.

쟁점사장 (top event) 을 선쟁한다.

• 쟁점사장의 게이트들의 내용을 대엽한다 (merge).

• 갱접사상을 전개한다 (expand).

• 전개된 식에 B。이ean algebra 를 적용하여 최소단절군을 구한다 (reduce).

최소단절군 생생을 위해 전개하고 최소화하논 더l 사용되는 기본 규칙은 B。이ean Algebra 롤

이용하며 다융과 같이 표 5-1 에 주어져 있다.

표 ~-1 Boolean Algebra규칙

Description Rules

Commutative law a. XY=YX
b. X + Y ::: Y + X

2 Associative Law a. X (y Z) = (X Y) Z
b. X + (Y + Z) = (X + y) + Z

3 Idempotent Law a. XX=X
b. X + X::: X

4 Absorption .AlW a. X(X+ Y) =X
b. X+XY=X

5 Distributive Law a. X (Y + Z) = X Y + X Z
b. (X + Y) (X + Z) == X + Y Z

6 Complementation a. XIX=F
b. X+IX=W

7 DeMorgan’s Theorem a. I(X Y) = IX + IV
b. I(X + Y) = IX IV

8 etc a. X+IXY=X+Y
!> IX ~X + N) = IX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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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융은 이와 같은 큐척을 이용하여 최소단갤군을 계산하는 예이다.

• 입력된고장수목에셔쟁점사장은 top 임.

top= gl '" g2.

gl = g3 + g4.

g2 = g3 + g5.

g3 =a+b.

g4 =c + d.

g5=e+ f.

• 게이트틀의 내용을 대입 (merge).

top= gl '" g2

= (g3 + g4) '" (g3 + g5)

= (a +b + C + d) '" (a + b + e + f).

• 쟁검사장을 전개 (e꽤and).

top = (a + b + C + d) '" (a + b + e + f)

=a"'a+a"'b+a"'e+a*f+b"'a+b*b+b*e+b"'f

+c·a+c·b+c·e+c"'f+d"'a+d"'b+d·e+d"'f

• B∞lean Algebra 를 아용한 최소단갤군 계산 (reduce)

rop=a"'a+a"'b+a·e+a·f+b·a+b·b+b"'e+b"'f

+c·a+c"'b+c·e+c·f+d"'a+d*b+d*e+d*f

where a *a = a, b '" b = b

rop=a+a·b+a"'e+a·f+b·a+b+b"'e+b·f

+c"'a+c"'b+c"'e+c·f+d·a+d"'b+d·e+d·f

where a + a '" b + a • e + a • f + c • a + d '" a = a,

b+b*a+b*e+b"'f+c·b+d·b=b

rop=a+b+c*e+c·f+d·e+d·f

이와 같이 단순 대업 전개 최소화의 과정을 거쳐 최소단철군을생생하는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 b아tom-up 이나 top검own 전개 방법중 하나가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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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은 중간 게이트에 대해 각각 계산을 수행하여 이 결과틀을 다시 대입하는 방식이다.

예로셔 ，다음과-같은 컷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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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검사상에셔 한단계반대입하여 최소단절군을 계잔한후에 다시 전개한다.

top =gl • g2

=(g3 + g4) • (g3 + g5)

= g3 • g3 + g3 * g5 + g4 * g3 + g4 * g5

=g3 + g4· g5.

• 다시 대입하여 전개한다.

top =g3 + g4 * g5

= (a + b) + (c + d) * (e + f)

=a+b+c*e+c*f+d*e+d*f

이와 같이 계산을 수행하면 첫번째에 비해 상당히 계산과정이 줄어든다. 위의 예는 top

do'빼 방법과 유사한 예이다. Top-down 방법은 쟁점사장에셔 게이트들을 대입하고 계산을

수행한 후 다시 대‘엽하고 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위에셔 아래로 전개해 나가는

방식어다. 반면 bottom-up 방법은 아래 게이트틀을 전개하여 계산하고 위의 게이트에

이들을 대입하여 전개하고 계산하여 최종적으로는 쟁점사장까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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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단첼군 계산시 전개된 항을 B∞l빼 Algebra 를 이용하여 최소화하는 것은 상당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예로셔 100 개의 항이 전개되고 이로부터 Boolean Algebra 률

이용하여 최소단절군을 계산하기 위해셔는 모든 항을 셔로 버교하여야 한다. 따라셔

IOOC2 번 (100 x 99/2 =4950) 의 비교가 필요하다.n 재의 항이 전개되 면 nC2 번 (n x (n-l) 1

2) 의 버교가 필요하다. n 이 크다면 대략 (n2 /2) 번의 비교가 필요하다. 10000 개의 항이

전개되면 대략 50.000.000 번의 버교가 필요하다.

최소단갤군 계산시간에셔 줌요한 것은 전개되는 항의 수를 줄이는 것과 버교 횟수를

줄이는것이다.

전개되는 항수를 줄어는 한 방법으로셔 항의 확률이 주어진 절삭값 (cutoff'때lue) 보다

적은항은삭제하는것이다.

철삭값보다 적온 항을 삭제하였을 경우에라도 일반적으로 원전에 대한 PSA 의 경우

전개되는 항틀은 적게는 수천개에셔 많게는 수십만개가 생생된다. 이들을 모두

비교하는데 결리는 계산시간은 엄청나게 소요된다. 절삭값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전개되는 함의 수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

냐. 재발된 방법론

(1) 전개방법

KIRAP-CUT 의 genprg (generate user progr없n) 에서는 기본적으로 Bottom-up 전개방법을

사용한다. 최소단절군을 효융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다읍과 같은 방법틀을 이용한다.

• Bottom-up 방법

• 유사 게이트 압촉 (Coalescing like gate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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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번 나타나는 게어트 (multiple occurrence gate) 의 분리 계산

• Shannon Decomposition 방법올 웅용한 고장수목 단순화

• 게이트의분리계산

o AND 게이트애 포함된 OR 게이트룰 따로 계산 (유사 게이트 앙축에 의해

AND 게이트의 children 은 기본사건이거나 OR 게이트가 된다. OR

게이트중 m띠tiple 따urrence gate 를 두개이상 포함하는 컷반을 대상)

o OR 게이트에 포함된 AND 게이트를 따로 계산 (유사 게이트 압축에 의해

OR 게이트의 children 은 기본사건이거나 AND 게이트가 된다. AND

게이토중 multiple occurrence gate 를 두개이상 포함하는 것만을 대상)

다음은 각 KIRAP-CUT 애셔 사용되는 각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2) 기본척인 Bottom-Up 방법

Bottom-up 방법은 하위게이트부터 계산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쟁검사장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는방식이다. 예로다읍과같이수행된다 .

• 예제고장수목

TOP * Gl G2

Gl * G3 G4

G2 + G3 G5

G3 + A B

G4 + C D

G5 * G6 G7

G6 + E F

G7 +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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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bottom-up 방법에 의하면 예제 고장수목에셔 계산온 다용과 같은 순으로

이루어진다.

07 에 대해 최소단철군을 구한다.

G6 에 대해 최소단절군을 구한다

05 에 대해 최소단절군을구한다.

04 에 대해 최소단절군을 구한다.

03 에 대해 최소단절군을구한다

02 에 대해 최소단절군을구한다.

01 에 대해 최소단철군을 구한다.

TOP 에 대해 최소단철군을 구한다.

설제적으로는 모든 게이트에 대해 계산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이중 필요하다고 여기는

게이트에 대해셔만 계산을 수행한다‘ 일부 게이드는 다른 게이트의 부분으로 mεrge 되며

따로 계산이 수행되지 않는다.

(3) 유사게이트쟁열

유사 게이트 정열은 AND 게이트에 포함된 AND 게이트틀은하나의 게이트로 합치고 OR

게이트에 포함된 OR 게이트들은 하나의 게이트로 합치는 즉 같은 종류의 게이트끼리는

합치는것이다. 다읍은유사게이트정열의예를보여준다.

• 여1제 고깎수목

T * Gl 02

01 + G3 El

02 * E2 E3

03 + 04 E4

• 유사게이E 쟁열된예제고장수폭

T * Gl E2 E3

01 + G4 E4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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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제에서 보면 T는 AND 게이트로셔 Gl , 02 를 입력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중 G2는

같은 계이트로셔 E2, E3 를 입력으로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T에셔 G2를 E2 ， E3로

대치한다. 마찬가지로 Gl에셔 G3는 G4, E4 로 대치된다.

(4) 여러번 나타나는 께이트 분리 계산

여러번 나타나는 게이트 (multiple occurrence gate) 분리 계산은 여러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이트틀을 먼저 계산하는 것으로셔 같은 게이트의 중복 계산을 방지한다. 다음은 이

방법의예이다.

• 예제고장수목

TOP • Gl G2

Gl + G3 A

G2 + G3 B

G3 + G4 G5

위의 고장수목에셔 Gl. 02. G3는 모두 같은 OR 게이트이다. 여러번 나타나는 게이트를

무시한유사게이트정열에 의하면 G3 의 내용이 대치되어

Gl +

G2 +

G4 05 A

04 05 B

와 같이 되게 된다. 그러나 G3 는 여러번 나타나는 게이트이므로 유사 게이트 갱열에셔

제외된다. 위의 예에셔는 유사게이트 쟁렬이 필요하지 않다. 계산 순셔도 G3 , G2, Gl ,

TOP과 같은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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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annon Decomposition 방법에 의한고장수목단순화

Shannon Decomposition은 다용과 같은 식을 따른다.

T = r * T (r =: Q) + T (r =:φ)

S뻐nnon Decomposition 은 여러번 반복하여 나타나는 사컨이나 게이트를 처리할 때 이용

가치가 높다. 예로셔 r 이라는 게이트가 여러번 나타날 경우 r 에 대해 Shannon

Decomposition 을 수행하면 I 은 장위에 한번만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r의

처리가여러번이루어져야한다. 이를예로들어본다.

• 예체고창수복

TOP * Gl G2

Gl + G3 A

G2 + G3 B

• S뼈nnon Decomposition 후 고장수목

TOP + G3 GX

GX • A B

예제 고장수목에셔 G3는 두번 나타난다. 이 경우 Bottom-up 으로 계산을 수행하면 G3 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고， 다읍 Gl , G2 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여야한다. Gl , G2 는 각각 G3를

포함하므로 G3 의 내용이 G1. G2 에셔도 반복하여 전개되고 최소화되어야 한다. 다융

TOP 에셔는 이들의 내용이 또한 셔로 곱해져셔 많은 항이 생성된다.

반면 S뼈nnon Decomposition 을 수행하면 고장수목의 구조가 째구생되어 G3 가

쟁점사장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고장수목의 논리도 단순해진다. 이 경우 G3계산후에

이 결과는 쟁점사장에서 한번만대입되어 계산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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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non D없mposition 을 적절히 이용하면 고장수목의 논리도 단순해지며， 계산시칸융

크게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Shannon Decomposition 을 잘못 이용하면 고장수목의

논리도 북잡해지고 크기도 커지며 이에 따라 계산시간도 늘어날 수가 있다.

고장수목에셔 어느 사건이나 게이트를 S뼈nnon d없mposition 의 pivot 으로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온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셔는 본 과제의 외부수탁으로 수행된 연구중 하나인 고장수목 축소방법 [5~] 을

확장. 일반화시켜셔， S뼈nnon decomposition 에 의해 고장수목의 논리가 간단해지는

경우를찾아내었다.

• Shannon DecomposItion 식

T = r *T (r = Q) + T (r =φ)

• 다읍의 논리를 점겸한다.

T (r= Q) 점검

T(r=φ)캠검

• 여기셔 T (r = Q) 이나 T (r=φ) 의 논리가 n 또는 φ 일 경우만 이 사건을 pivot

으로 이용하여 Shannon Decomposition 을 수행한다.

이상의 경우 고장수목 T 의 논리는 다읍과 같이 변경된다.

경우 결과식

T(r=Q) =Q T= r+T(r=φ)

T (r= Q) =φ T=T (r=φ)

T(r=φ)=Q T=Q

T (r=φ)=φ T = r *T (r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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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렴은 깐탄한 Shannon d뼈mposition 에 의해 고장수목의 논리가 단순화되는 예들을

보인것이다.

• 예제 l

• 예제 2

r

r G4

• 예제 3

r G4

• T (r= .0) = .0

G2 G4

• j핏 T (r = φ)= φ

r G2

• 섬A T(r=φ)=φ

r G2 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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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4

• 예제 5

(6) 게야트분리 계산

-

•

i헛
r G2

차k
r G2 G4

T (r= 0) = n

T(r= n) = n

각 게이트를 계산하기 전에 이의 입력 게이트들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많은 경우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이 항상 적갤한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경우 계산시간이

줄어든다. 여기에 대해서논 부록 5-A 에셔 장셰히 셜명하도록 하겠다.

다. 찌발된최종방법론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전체적인 방법은 다읍과 같다.

• 여러번 나타나는 게이트 (multiple occurrence gate) 를 찾는다. 이들을 mulbt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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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up 으로 mulbt 들의 계산순셔를 정한다. 정검사장은 마지막 mulbt 로

처리된다.

• 계산순서대로 각 mulbt 에 대해 다움을 수행한다.

9 각 mulbt 에대해유사게이트정열을수행한다.

o 단순 ShannonD없mposition 을 각 mulbt 에 대해 수행한다. 이 때 pivot 은

다른 mulbt들이 된다. (기본사건에 대해셔는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

o 각 mulbt 에 포함된 게이트들중 일부에 대해서는 분리 계산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부록 5-A에셔 상세히 주어져 있다.

- AND 게이트에포함된 OR게이트를따로계산

- OR게이트에 포함된 AND 게이트를따로 계산

o mulbt 에 대해 계산을 수행한다. 여기셔 계산수행이라 함은 merge, e빼nd，

reduce하는 과정을 수행함을 뜻한다.

라. 최소화방법론소깨

앞에셔는 고장수목을 단순화하고 전개하는 순셔에 대한 방법융 셜명하였다. 일단 전개된

항플로부터 B。이없n Algebra 의 Absorption Rule 을 이용하여 최소단절군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폰의 KIRAP-CUT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셔 아직까지 소개된 바가 없으므로 부록 5-B

에셔 설명하도룩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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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타 쿄드와의 계산시간 비교

본 연구에셔 개발된 방법을 KIRAP-CUT 에 적용한 후 미국의 EPRIlSAIC 에셔 개발된

CAFfA쿄드와 4개 고장수폭에 대해 계산시간을 비교하였다. 각 고장수목은 다읍과 같은

것이사용되었다.

표 5-2 사용된 고장수목틀

경우 쉽명 게이 E 기본사건

7ι‘- 수

영팡 3.4 호기 PSAmodel을 E∞S 용으로 변환한 것 1396 1119

2 영광 3，4호기 AFWSFT 모탤중 일부 372 381

3 윌생 FW model 1961 2554

4 System 80+ PSA Model Ff틀 합친 것 863 1221

아래 표에는 각 경우에 대해 절삭값을 변화시키면셔 계산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었다. 전체적으로 절삭값이 높은 경우에는 KIRAP 이나 CAFl‘A 가 비슷한 시칸내에

계산을 수행하지만 갤삭값이 낮아지면셔는 KIRAP 이 빠론 시간내에 계산융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절삭값을 사용하면 3개의 경우에는 KIRAP 이 약 2-4 배정도

빠르게 나타났으며 하 경우에만KIRAP 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는 절삭값을

변화시키면셔 계산시간을 비쿄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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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 KIRAP 과 CAFI'A 계산시깐버표(경우 1)

Cutoff KIRAPv4.2 CAFfAv2.3 result

l.Oe-7 52 똥g 52 sec 15 cut sets

3.52e-6

l.Oe-8 95 않℃ 122 s 131 cut sets

7.36e-6

l.Oe-9 219 sec 541 s 658 cut sets

8.93e-6

l.Oe-1O 567 sec 3318 s 2457 mcs

9.50e-6

표 5-3 KIRAP 과 CAFTA 계산셔간버요(경우 2)

Cutoff KIRAPv4.2 CAFfA v2 3 result

l.Oe-7 12 sec 5sec 7 cut sets

4.52e-4

l.Oe-8 14 앓C 7sec 66 cut sets

4.53e-4

l.Oe-9 19 sec 13sec 271 cut sets

4.54e-4

l.Oe-1O 32 sec 47 않C 1039 cut sets

4.54e-4

l.Oe- l1 66 sec 271 sec 3777 cut sets

4.54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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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KIRAP 과 CAFTA 계산시간비교(겸우 3)

Cutoff v4.2 CAFfA-v2.3 result

1.0e-5 52 않C 21 sec 7 cut sets

1. 14e-4

1.0e-6 61 sec 26 sec 42 cut sets

2.04e-4

1.0e-7 82 sec 186 cut sets

2.48e-4

1.0e-8 163 않C 94 sec 1027 cut sets

2.71e-4

1.0e-9 487 sec 443 않C 6292 cut sets

2.86e-4

1.0e-lO 1166sec 2876 sec > 50000 mes

2.94e-4

표 5-3 KIRAP 과 CAF’I‘A 계산시간버요(경우 4)

Cutoff KIRAPv4.2 CAFfAv2.3 result

l.Oe-7 15 sec 10 앓g 215 cut sets

2.65e-4

l.Oe-8 24 sec 12 sec 935 cut sets

2.95e-4

l.Oe-9 48sec 18 않C 3831 cut sets

3.04e-4

l.Oe-l0 143 sec 46 sεc 14848 cut sets

3.07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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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KIRAP 과 CAFTA 계산셔간벼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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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ical Loop 률가진고장수목분석 방법론재발

가. 깨요

PSA에셔 모텔링되는 시스댐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발전소 운전과

판련하여 열전달， 압력 조쟁 등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Front-line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앞의 Front-line System이 청장적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Support Sy앙em이다.

Front-line System의 예로는 원자로 정지 시스탱， 비상노섬냉각계홍， 급수펌프 동을 들 수

있고. Support System으로는 전원 계롱， 냉각수 계통.Instrum응nt 외r 등을 틀 수 있다.

Support System 들중에는 다읍 그렴과 같이 셔로 보조하는 계통들이 폰재하고 있다. 예를

틀면 비상 디첼발전기는 4.16 KV 버스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 버스는 기기냉각계통에

전력을 공급한다. 반면 거기냉각계통은비상디젤발전기에냉각수률 공급한다. 이와 같은

경우 support sy앙em 틀의 fault tree틀간에 logicall∞p 가 나타나게 된다.

비상디첼

발전기

4.16KV
버스

이와 같은 Logical Loop을 푸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많이 쓰여온 방법은 Support System

간의 상호 의폰 판계가 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그 곳에서의 의폰 판계는 무시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에 따르면 논리장 나타나지 않게 되는 최소단갤꾼이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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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각 Support System칸의 의촌 관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Fault Tree를 만드는 데

많은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논리상의 문제캠과 또한 해석의 편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Iteration Method이다 이 방법에셔는 처음에는 각 Support Sy않m간의 연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고 각 Support System의 Fault Tree의 논리를 단순화하여 최소단갤군을 구한 후 이

최소단철군을 완천한 Fault Tree의 논리에 사용하여 각 Support System에셔 생생되는

최소단절군의 값이 일정값에 수렴할 때까지 Iteration을 계속하여 최종 최소단절군 및 이의

값을 구하는 방식아다. 그러나 이 방법은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었다.

본연구의목적은

(1) 위에셔 언곱한Logical Loop의 해석적 해를 구하는 컷이 가능한가즐삼펴보고，

(2) 이롤 이용하여 Iteration 방법의 논리적 타당생을 검증하여 보며，

(3) 3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예를 통하여 버쿄하여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셔는 먼저 (나) 항에셔 Support System의 Logical Loop를 풀기 위한 기본 가정

사항을 잘펴보고， (다) 항에셔는 앞의 가정 사항에 의거하여 Logi대1 Loop의 해석적 해를

구해본다. (라) 함에셔는 (다) 항의 결과를 이용하여 Iteration 방법의 논리잭 타당생을

알아보며， (마) 항에셔는 3개의 Support System이 있는 경우와 4개의 Support System이

있는 경우 -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해석적 방법 Iteration 방법 기폰의 방법을 이용하여

최소단절군을 구하고 이를 비교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바) 함에셔 앞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논술을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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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가쟁

(1) Support System간의 판계에 대한가정

현재 PSA에셔 모탤링되는 Support System간의 관계는 각 Support System이 OR 관계를

갖는다고 가갱할 수 있다. 즉， 각 Support System의 Local Distribution Line율 Front-line

System 자체의 일부로 간주하면 OR관계가 생립 된다고 볼 수 있다.

즉，Lo밍cal Loop율 이루는 Support System A, B가 그림 5-3의 Fa띠t Tree와 같이 Front-line

System과 AND Gate로 묶인다고 하여도 Support System 의 주요 부분을 Common Part와 각

Front-line System과 연결되는 부분인 Local Distribution Line으로 분리하면 보든 Support

System의 Common Part는 그림 5~의 Fa띠t Tree와 같이 Front-line System과 OR Lo링C으로

묶인다고할수었다.

그러나， Support System간의 판계를 。R만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도 단지 기존의 방법

처렴 Logical Loop의 한부분을 자르는 방법으로는 Logical L∞p의 문제가 완벅히 풀리는

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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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Logical Loop 룹 까진 고장수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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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4 OR Logic 으로 연결된 고장수목

(2) Support Systems간의 Logical Loop

Support System간의 Logical L∞p란 설제 발생하는 물리적 인 현상이 아니라 Support

System간의 판계를 논리식으로 표시하는 데셔 쟁기는 논리적 문제이다. 예를 틀어 다음과

같은 A, B 두 System을 생각해보자.

A = Aa + B (2.1)

B =Bb + A (2.2)

위 식에셔 Aa는 System A의 고장을 직캡 유발시커는 Sy안em A의 부분의 고장을 나타내며，

Bb는 System B의 고장을 직접 유발시키는 SystemB의 부분의 고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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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두식에셔부터

A = Aa + (Bb + A)

=월+웰 +A

‘ [1) (2) (3)

(2.3)

위의 식에셔 [1)항은 System A 자체의 고장에 의한 System A의 고장을 나타내며， (2)항은

System B의 고장에 의한 System A의 고장을 나타낸다. [3]항이 바로 Logical Loop를

유발하는 함이다. 왜 이 같은 Logi대1 Loop 가 발생하는가하는 데에 대하여서는 다읍

절에셔논의한다.

다. LOGICAL LOOP의 해석적 해결

Logical Loop를 해석적으로 풀기 위하여 다음의 몇가지 가정을 한다.

1) Support System간의 관계는 OR의 논리식으로 표시된다.

2) 어떤 Suport System (A) 의 고장은 크게 자체 고장에 의해 유발하는 부분과다른

Support System (B) 의 고장 빛 이와의 장관관계를표시하는장관계수로표시할

수있다.

3) _(2)의 장관 계수는 갱생적， 쟁량적 양쪽의 의미를 갖는다. 즉， 정량적으로는 그 값여

l 이변， A와B는 완전한 상판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값이 0이면 A와B는 아무

장판 관계가 없는 시스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갱생적으로는 각 시스댐간의

영향의 방향생을 냐타낸다. 즉 어느 시스댐의 고장이 다른 어느 시스탱쪽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나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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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관 계수의 갱생적 생질에 대하여 다읍의 제한 조건이 적용된다: 상관계수의

곱이술환적인항은존재할수없다. 죽 이것은자신의고장에의하여유발된

다른 시스햄의 고장으로 자신의 고장이 다시 유발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읍과 같은 두 System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는 상판 져l수 Ab, Ba률 포함한 식을

사용한다.

A= Aa +Ab.B

B=Bb+Ba.A

(3.1)

(3.2)

장관계수 Ab는 B의 고장에 의하여 A가 고장났다는것을 의미한상판계수이며， 장판계수

Ba는 A의 고장에 의하여 BA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한 상판계수이다.

위의 우식애셔부터

A = Aa + Ab.(Bb + Ba.A)

=월+쁘웰+쁘뀔웰

[1] [2] [3]

(3.3)

위의 식에셔 [1]항은 System A 자쩨의 고장에 의한 System A의고장을， [2]항은 System B의

고장에 의한 System A의 고장을 나타낸다. [3]항이 바로 Logi때1 Loop을 유발하는 항으로

논리적 표현으로는 이와 같이 표시되나이는 System A의 고장에 의하여 유발된 System B의

고장이 다시 System A의 고장율 유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항으로 System A의 고장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항이다. 그러나 논리적 표현하에셔는 이 항이 살아

있으므로 Lo밍cal Loop 문제가 발생한다. 즉， Logi뎌1 Loop는 기폰의 B∞lean 논리식아

시스댐간의 영향의 방향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셔， 위의

가정 (4)에서 언급한 바와 강이 출환적인 장관계수의 곱인 함 Ab.Ba이 존재할 수 없다는

초건에 따라 상관계수 방향쟁에 따른 Ab.Ba= 0 라는 쩨한 조건을 이 논리식에 적용하면

Logical Loop문제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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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셔 언급한 네개의 가정이 생립된다면， Support System간의 Logical Loop를 푸는 문제는

자기 자신을 두번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갖는 얼종의 경로 찾기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각 항은 시스탱 A의 고항을‘ 유발하는 별개의 경로률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앞에셔 언급한 쩨한 조건은 이 경로들이 같은 시스댐을 두번 거치지 않는다논 조건이

된다. 위의 예에셔 든 A, B두 System에 대하여 살펴 보면， A에 이르는 경로는 다읍과 같은

셰경로가가능하다.

(1)번경로: A--> A

(2) 번 경로: B-->A

(3) 번경로: A --> B --> A

=Aa

=Bb.Ab

=Ab.Ba.A”
’

t
I‘‘

As. Bb

Ab Ba

(3)

그러나 셰번째 경로는 쩨한 조건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순환적 경로이므로 가능

경로에서 제거된다. 만약 m개의 Support Sy앙em이 있다고 하면 이 중 한 시스탱 A에 대한

경로의 수는 IPI +(빠PI+m-I P2+ ... + m-IP m-I)개 만큼 있게 된다. 이 경로를 찾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 보고셔에셔는 다읍과 같온 방법을 똥하여 겸로를 찾는다.

1) 먼저， 한 점에 이르기 위해 가능한 인접 경로를 찾는다，

2) 다읍각언접경로에대하여 그인접경로에이르기위해가능한모든경로를다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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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의 과쟁에셔 생성된 경로중제한조건에따라순환적경로를 소거한다.

4) (2)-(3)의 과정을 m-l회 반복한다.

위의 과정을 A, B, C 세 시스댐의 경우 시스댐 A에 대하여 도식적으로 살펴보면 다융

그렴과 같다. 그림에셔 상자안의 함은 제한 조건에 의하여 사라지는 함들이다.

따라셔 세개의 시스댐 A,B 및 C가 있다고 활 때 A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경로는

Aa+Ab.Bb+Ac.CC+Ab.Bc.Cc+Ac.Cb.Bb로 \P\+2P\+2P2=5가 됨을 알 수 있다.

위의 그램에셔 상자안에 들어 있는 항은 순환적 경로릅 나타내는 것으로 더 이상의 전개를

하지않융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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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System간의 관계가 OR식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가쟁에 따라 Support System간의

관계를 일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같이 기술할수 있다.

R‘ =ι+IηRj

(3.4)

Rl = 감 +ε강RI • m= 전체 Support System의 갯수 (3.5)

R, : System i의 이용불능을 유발하는 모든 경로의 합

r ll : System i의 고장을 유발하는 System i 자체 부분의 고장

'1) : Systemj가고장이 났을 때 System i의 고장을 유발시킴을 표시하는 System i와

j간의 장관관계

단，윗식에는 앞에셔 언급한바와같이 다읍과같은제한조건이 적용된다:

r,ljk...rnu =0

위의 제한 조건은 System i의 고장에 의하여 유발된 Sy앙emj의 고장에 의하여 System i의

고장이 다시 유발되지는 않는다는 조건 쥬 순환적 상판계수는 0이 된다는 조건어다.

식 (3.4)흘 식 (3 .5)에 대입하변，

RJ =r11 +Iη(η + I'uRj)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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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은∞nstraint에 의하여 0가 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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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ATION METHOD의 증명 ,

= Analytic Soultion for La밍cal Loop

라.

식올 사용하여 Iteration Method가 타당한 결과롤 주는 가를이장에서는 위에서 이용한

식으로 표시하면 다읍과 같이 기술활 수Support System깐의 판계를 3장의살펴본다.

(4.1)
R
J

ru
,r
i…”

+’
-
내

p…’

있다.

(4.2)R) ='.u +L캠 , m= 전체 Support System의 갯수

Iteration Method에 따라 R)*='.u (4.3) 라고 가정하고 이를 원식에 대입한다. 즉， 식 (4.3)를

(4.4)

식 (4. 1)에 대입하면，

R ，*=η+ ~>IIR)'" = ηI+L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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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식 (4.4)를 식 (4.2)애 대 입하면，

RJ **=감 +L챔 • =rj} +ε당{감 +L꾀) =마 +L낌 +L강εrurj}

(4.6)

즉 Iteration Method는 해석적 결과와 동일한해를 줌을 알 수 있다. 이는 Iteration Method의

각 Iteration step이 해석적 방법에셔 Lr(l RJ 항을 ~>uRJ(r.ll +I강R/) 로 전개하는 과정，

식 (4.5)를 식 (4.1)에 대입하면，

RI **=다 +I감κ •• =ru + ~>(I (rj) +I낌 +LηIr(lrj})

=η +L펴 +LιZ강감 +LηZ강Z감감

따라셔 Iteration근접경로를 찾는 과정과 동등하기 때문이다.즉 한점에셔 자신의

Method에셔 Iteration 되어야 하는 횟수는 Support System의 갯수 m에셔 자신을 제외한 m-

1번 만큼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해석적 해에셔 제한조건에 의하여 0가되는 다융 항은

B。이않nReduc인on에 의하여 나타나지 않게 된다.

R
,

mri
…”

”
”
ν

·r“
“”

·
r
/깜

m

이는 Iteration Method에셔는 순환적 항은 맨처음에 각 Support System이 셔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함에따라나타나지 않게 되는 컷이다. 즉， 식 (2.1) 에서 살펴보면 해석적 방법은

A=Aa+B=Aa+(Bb+Ba.A)

라는 방식의 전개를 하므로 Aa.Ba.A의 순환적 항이 나타나게 되나 Iteration Method에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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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Aa+(Bb+Ba.Aa) = Aa + Bb

의 방식으로 전개되므로 순환적 요소를 갖는 함 Ba.Aa가 Aa와의 Boolean Reduction

(A+A.B = A) 에 의하여 없어지게 됨으로순환항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경로

찾기 문제의 판점에셔 보면 해석적 방법은 A로 오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A자체의 식을

전개하며 쩨한 조건에 어긋나는 항틀은 제거해 가는 Top-Down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Iteration Method는 A= Aa라는 자체에셔 부터 출발하여 이 것이 다른 모든 시스댐에 어변

경로를 통하여 영향을 미철 수 있는가하논 컷을 찾는 Bottom-Up방식이라고 활 수 있다.

따라셔 Iteration Method는 결과적으로는해석적인 해와동일한해를주게된다.

마. 여l쩨

(1) 3 채의 Systems~ 경우

다읍과 같은 3개의 Support System A,B,C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A = Aa + Ab.B + Ae.C

B = Bb + Ba.A + Be.C

C = Ce+ Ca.A + Cb.B

A. Analytic Method

(5.1)

(5.2)

(5.3)

A = Aa + Ab.(Bb + Ba.A + Be.C) + Ae.(Ce + Ca.A + Cb.B)

= Aa + All Bb + Ab.Ba.A + Ab.Be.C + Ae.Ce + AC.Ca.A + Ac.Cb.B

= Aa + Ab.Bb + Ac.Cc +띤c.Ca+ Ab뀔~.A + Ac.Cb.B + Ab.Bc.C

= Aa + Ab.Bb + Ac.Cc + Ac.Cb.Bb + Ab.Bε.Cc+ Ac.Cb.Ba.A+Ae.드뇨쉴~.C

+밸뀔으혈.A + Ac.Cb.Cb.B

= Aa + Ab.Bb + Ac.Cc + Ac.Cb.Bb + Ab.Bc.Cc + Ae.Cb.B

= Aa + Ab.Bb + Ac.Cc + AC.Cb.Bb + Ab.Be.Cc + Ae.Cb.(Bb + Ba.A + Be.C)

= Aa + Ab.Bb + Ac.Cc + Ae.Cb.Bb + Ab.Be.Ce + Ac.Cb.Bti +’Ac.Cb.Ba.A

+ Ac.Cb.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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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 Ab.Bb + Ae.Ce + Ae.Cb‘Bb + Ab.Be.Ce

밑줄친 부분은 제한조건에 의하여 제거되는 함들을 표시한다.

B. Iteration Method

Step 1: A =Aa, C = Ce 라고 가쟁하고 식 (5.2)에 대입한다.

B =Bb + Ba.Aa + Be.Ce

Step 2: A = Aa. B = 식 (5.4) 라고 가쟁하고 식 (5.3)에 대 입한다.

C =Ce + Ca.Aa + Cb.(Bb + Ba.Aa + Be.Ce)

= Ce + Ca.Aa + Cb.Bb + Cb.Ba.Aa + Cb.Be.Ce

= Ce.(l + Cb.Be) + Ca.Aa + Cb.Bb + Cb.Ba.Aa

=Ce + Ca.Aa + Cb.Bb + Cb.Ba.Aa

(5.4)

(5.5)

Step 3: B =식 (5.4), C =식 (5.5) 라고 가정하고 식 (5.1)에 대 입한다.

A =Aa + Ab. (Bb + Ba.Aa + Be.Ce) + Ae.(Cc + Ca.Aa + Cb.Bb + Cb.Ba.Aa)

=Aa + Ab.Bb + Ab.Ba.Aa + Ab.Bc.Ce + Ae.Ce + Ac.Ca.Aa + Ae.Cb.Bb

+ Ac.Cb.Ba.Aa

=Aa.(1 + Ab.Ba + Ae.Ca + Ae.Cb.Ba) + Ab.Bb + Ac.Ce + Ab.Bc.Ce + Ae.Cb.Bb

= Aa + Ab.Bb + Ac.Ce + Ab.Be.Cc + Ac.Cb.Bb (5.6)

B =Bb + Ba.(Aa + Ab.Bb + Ac.Cc + Ab.Be.Ce + Ae.Cb.Bb) +

Be.(Cc + Ca.Aa + Cb.Bb + Cb.Ba.Aa)

= Bb + Ba.Aa + Ba.Ac.Cc + Ba Ab.Bc.Cc + Be.Cc + Bc.Ca.Aa + Bc.Cb.Bb

+ Be.Cb.Ba.Aa

=Bb.(l + Bc.Cb) + Ba.Aa.(l + Bc.Cb) + Bc.Cc.(l + Ba.Ab) + Ba.Ae.Cc + Be.Ca.Aa

= Bb + Ba.Aa + Bc.Cc + Be.Ca.Aa + Ba.Ac.Ce

C =Cc + Ca.A + Cb.B

=cc + Ca.(Aa + Ab.Bb + Ae.Cc + Ab.Bc.Cc + Ac.Cb.Bb)

+ Cb.(Bb + Ba.Aa + Bc.Cc + Bc.Ca.Aa + Ba.Ae.Ce)

=Ce + Ca.Aa + Ca.Ab.Bb + Ca.Ae.Cb.Bb + Cb.Bb + Cb.Ba.Aa + Cb.Bc.Ca.Aa

=Cc + Ca.Aa.(l + Cb.B이 + Cb.Bb.(l + Ca.Ac) + Ca.Ab.Bb + Cb.B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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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 Ca.Aa + Cb.Bb + Ca.Ab.Bb + Cb.Ba.Aa

A，B，C에 대하여 잘펴보면 예측한 대로 (m-I)회 즉 2회 Iteration을 하면 전시스댐의

최소단철군이수렴띔을 알 수 있다.

C. Conventional Method

System A에 대하여 다읍과 같이 가정한다 :

A*= Aa

B*=Bb

C*=Cc

(5.7)

(5.8)

(5.9)

식 (5.8)과 식 (5.9)를 식 (5 I)에 대입하여 각 시스햄에 대하여 Broken Loop을 가진 다음과

갈은식을만든다.

~k = Aa + Ab.B* + Ae.C* = Aa + Ab.Bb + Ac.Cc

Bbk = Bb + Ba.A* + Be.C* = Bb + Ba.Aa + Be.Ce

Cblc = Cc + Ca.A* + cb B* = Cc + Ca.Aa + Cb.Bb

식 (5.10)과 석 (5.12)를 식 (5.1)에 대입한다.

A = Aa + Ab.Bblc + AC.Cbk

= Aa + Ab. (Bb + Ba.Aa + Be.Ce) + Ae.(Cc + Ca.Aa + Cb.Bb)

= Aa + Ab.Bb + Ab.Ba.Aa + Ab.Bc.Cc + Ac.Cc + Ac.Ca.Aa + Ac.Cb.Bb

= Aa.(l + Ab Ba + Ac.Ca) + Ab.Bb + Ac.Cc + Ab.Be.Cc + Ac.Cb.Bb

= Aa + Ab.Bb + Ac.Cc + Ab.Bc.Cc + Ac.Cb.Bb

위의 결과에셔 보듯이 3개의 System인 경우는 모든 방법이 같은 결과를 준다.

(2) 4개의 Systems얀 경우

이번에는 다읍과 같은 4개의 Suppon System A,B,C, 0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A = Aa + Ab B + Ac C +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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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b + Ba.A + Bc.C + Bd.D

C =Cc + Ca.A + Cb.B + Cd.D

D =Dd + Da.A + Db.B + Dc.c

(5.14)

(5.15)

(5.16)

A. Analytic Method

A = Aa + Ab. (Bb +뭘.A + Bc.C + Bd.D) + Ac.(Cc +엎~A + Cb.B + Cd.D)

+ Ad. (Dd + Da.A + Db.B + Dc.C)

= Aa + Ab.Bb + Ac.Cc + Ad.Dd + Ab.(Bc.C + Bd.D) + Ac.(Cb.B + Cd.D)

+ Ad.(Db.B + Dc.C)

= Aa + Ab.Bb + Ac.Cc + Ad.Dd + (Ac.Cb + Ad.Db).B + (Ab.Bc + Ad.Dc).C

+ (Ab.Bd + Ac.Cd).D

=Aa + Ab.Bb + Ac.Cc + Ad.Dd + (Ac.Cb + Ad.Db).(Bb + Ba.A + Bc.C + Bd.D)

+ (Ab.Bc + Ad.Dc).(Cc + Ca.A + Cb.B + Cd.D)

+ (Ab.Bd + Ac.Cd). (Dd + Da.A + Db.B + Dc.C)

= Aa + Ab.Bb + Ac.Cc + Ad.Dd + (Ac.Cb + Ad.Db).Bb + (Ab.Bc + Ad.Dc).Cc

+ (Ab.Bd + Ac.Cd).Dd + (Ac.Cb + Ad.Db). (Ba.A + Bc.C + Bd.D)

+ (Ab.Bc + Ad.Dc).(Ca.A + Cb.B + Cd.D)

+ (Ab.Bd + Ac.Cd).φa.A + Db.B + Dc.C)

= Aa + Ab.Bb + Ac.Cc + Ad.Dd + (Ac.Cb + Ad.Db).Bb + (Ab.Bc + Ad.Dc).Cc

+ (Ab.Bd + Ac.Cd).Dd + (Ac.Cb + Ad.Db).(Bc.C + Bd.D)

+ (Ab.Bc + Ad.Dc).(Cb.B + Cd.D) + (Ab.Bd + Ac.Cd).(Db.B + Dc.C)

= Aa + Ab.Bb + Ac.Cc + Ad.Dd + (Ac.Cb + Ad.Db).Bb + (Ab.Bc + Ad.Dc).Cc

+ (Ab.Bd + Ae.Cd).Dd + (Ab Be.ζJ2 + Ad.De.Cb + Ab.Bd.묘J2 + Ac.Cd.Db).B

+(Ac.드뇨뀔으 + Ad.Db.Bc + Ab.Bd.Dc + Ac.드효De).C

+ (Ac.Cb.Bd + Ad.쁘웰 + Ab.Bc.Cd + Ad.Dc.댄).D

=Aa + Ab.Bb + Ac.Cc + Ad.Dd

+ (Ac.Cb + Ad.Db).Bb + (Ab.Bc + Ad.Dc).Cc + (Ab.Bd + Ac.Cd).Dd

+ (Ad.Dc.Cb + Ac.Cd.Db). (Bb + Ba.A + Be.C + Bd.D)

+ (Ad.Db.Bc + Ab.Bd.Dc).(Ce + Ca.A + Cb.B + Cd.D)

+ (Ae.Cb.Bd + Ab.Be.Cd).(Dd + Da.A + Db.B + Dc.C)

=Aa + Ab.Bb + Ac.Cc + Ad.Dd

+ (Ac.Cb + Ad.Db).Bb + (Ab.Bc + Ad.Dc).Cc + (Ab.Bd + Ac.C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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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c.Cb + Ac.Cd.Db).Bb + (Ad.Db.Bc + Ab.Bd.Dc).Cc

+ (Ae.Ch.Bd + Ab.Be.Cd).Dd

+ (Ad.Dc.Cb + Ac.Cd.Db).(Ba.A + Bc.C + Bd.D)

+ (Ad.Db.Bc + Ab.Bd.Oc).(Ca.A + Cb.B + Cd.D)

+ (Ac.Ch.Bd + Ab.Bc.Cd).(Da.A + Db.B + De.C)

= Aa + Ab.Bb + Ac.Cc + Ad.Od

+ (Ae.Ch + Ad.Db).Bb + (Ab.Bc + Ad.Dc).Cc + (Ab.Bd + Ac.Cd).Dd

+ (Ad.Dc.Cb + Ac.Cd.Db).Bb + (Ad.Db.Bc + Ab.Bd.Oc).Cc

+ (Ae.Cb.Bd + Ab.Be.Cd).Od (5.17)

위의 최소단절군을살펴보면 lPl+~1+3P2+3P3=16개의 항이 나옴을 알 수 있다.

B. Iteration Method

Step 1: 먼저 B=Bb, C==Cc, D=Od라고 가정한다.

A = Aa + Ab.Bb + Ae.Ce + Ad.Od

Step 2:

B :; Bb + Ba.(Aa + Ab.Bb + Ac.Ce + Ad.Od) + Bc.Ce + Bd.Dd

= Bb + Ba.Aa + Bc.Ce + Bd.Dd+ Ba.Ab.Bb + Ba.Ac.Cc + Ba.Ad.Dd

= Bb.(l + Ba.Ab) + Ba.Aa + Bc.Ce + Bd.Dd + Ba.Ac.Cc + Ba.Ad.Dd

= Bb + Ba.Aa + Be.Cc + Bd.Od + Ba.Ac.Ce + Ba.Ad.Dd

C = Ce + Ca.(Aa + Ab.Bb + Ae.Ce + Ad.Od)

+ CL.~b + Ba.Aa + BC.Ce + Bd.Dd + Ba.Ae Cc + Ba.Ad.Dd) + Cd.Dd

= Cc + Ca.Aa + Ca.Ab.Bb + Ca.Ac.Ce + Ca.Ad.Dd + Cb.Bb + Cb.Ba.Aa + Cb.Be.Cc

+ Cb.Bd.Od + Cb.Ba.Ae.Cc + Cb.Ba.Ad.Dd + Cd.Dd

= Cc + Ca.Aa + Cb.Bb + Cd.Od + Ca.Ab.Bb + Ca.Ad.Dd + Cb.Ba.Aa + Cb.Bd.Od

+ Cb.Ba.Ad.Dd

0== Od + Da.(Aa + Ab.Bb + Ac.Cc + Ad.Dd)

+ Db.(Bb + Ba.Aa + Be Cc + Pd.Od+ Ba.Ac.Ce + Ba.Ad.Dd)

+ De.(Ce + Ca.Aa + Cb Bb + Cd.Dd

-251-



Step 3:

+ Ca.Ab.Bb + Ca.Ad.Dd + Cb.Ba.Aa + Cb.Bd.Dd + Cb.Ba.Ad.Dd)

= Dd + Da.(Aa + Ab.Bb + Ae.Ce) + Db.(Bb + Ba.Aa + Be.Ce + Ba.Ae.Ce)

+ De.(Ce + Ca.Aa + cb Bb + Ca.Ab.Bb + Cb.Ba.Aa)

= Od + Oa.Aa + Db.Bb + Oe.Ce + Oa.(Ab.Bb + Ae.Ce) + Db. (Ba.Aa + Be.Ce)

+ De.(Ca.Aa + Cb.Bb) + Ob.Ba.Ae.Ce + Oc.Ca.Ab.Bb + De.Cb.Ba.Aa

A = Aa + Ab.(Bb + Ba.Aa + Be.Ce + Bd.Dd + Ba.Ae.Ce + Ba.Ad.Od)

+ Ae.(Ce + Ca.Aa + Cb.Bb + Cd.Od + Ca.Ab.Bb + Ca.Ad.Od + Cb.Ba.Aa

+ Cb.Bd.Od + Cb.Ba.Ad.Od) + Ad.(Dd + Da Aa + Ob.Bb + Oe.Ce

+ Oa.(Ab.Bb + Ae.Ce) + Db (Ba.Aa + Be.Ce) + Oc.(Ca.Aa + Cb.Bb)

+ Ob.Ba.Ae.Ce + Oe.Ca.Ab.Bb + Oe.Cb.Ba.Aa)

= Aa + Ab.(Bb + Be.Ce + Bd.Dd + Ba.Ac.Ce + Ba.Ad.Dd)

+ Ae.(Ce + Cb.Bb + Cd.Od + Ca.Ab.Bb + Ca.Ad.Dd + Cb.Bd.Od

+ Cb.Ba.Ad.Od) + Ad.(Dd + Ob.Bb + Dc.Ce + Oa.(Ab.Bb + Ae.Ce)

+ Ob.Bc.Cc + Oc.Cb.Bb + Db.Ba.Ae.Cc + Oe.Ca.Ab.Bb)

= Aa + Ab Bb + Ae.Ce + Ad.Dd

+ Ab. (Be.Ce + Bd.Od + Ba.Ae.Ce + Ba.Ad.Od)

+ Ae.(Cb.Bb + Cd.Od + Ca Ab.Bb + Ca.Ad.Od + Cb.Bd.Od + Cb.Ba.Ad.Od)

+ Ad. (Db.Bb + Oe.Ce + Da.(Ab.Bb + Ae.Ce) + Db.Bc.Ce + Dε.Cb.Bb

+ Ob.Ba.Ae.Ce + Oe.Ca.Ab.Bb)

= Aa + Ab.Bb + Ae.Ce + Ad.Od '+ Ab.(Be Cc + Bd.Od)

+ Ae.(Cb.Bb + Cd.Od + Cb.Bd.Od) + Ad. (Db.Bb + Oc.Cc + Ob.Be.Ce

+Oe.Cb.Bb)

= Aa + Ab.Bb + Ae.Ce + Ad.Dd + Ab. (Be.Ce + Bd.Od) + Ae.(Cb.Bb + Cd.Od)

+ Ad.(Db.Bb + Oe.Ce) + Ae.Cb.Bd.Dd + Ad.(Db.Be.Ce + De.Cb.Bb)

B=Bb

+ Ba.(Aa + Ab.Bb + Ae.Ce + Ad.Dd

+ Ab.(Be.Ce + Bd.Od) + Ae.(Cb.Bb + Cd.Dd) + Ad. (Db.Bb + Oe.Ce)

+ Ae.Cb.Bd.Od + Ad.(Db.Be.Cc + Oc.Cb.Bb»

+ Bc.(Cc + Ca.Aa + Cb.Bb + Cd.Dd

+ Ca.Ab.Bb + Ca.Ad.Od + Cb.Ba.Aa + Cb.Bd.Od + Cb.Ba.A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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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d.(Dd + Oa.Aa + Db.Bb + Oc.Ce

+ Oa.(Ab.Bb + Ae.Cc) + Db.(Ba.Aa + Be.Cc) + De.(Ca.Aa + Cb.Bb)

+ Db.Ba.Ae.Ce +De.Ca.Ab.Bb + De.Cb.Ba.Aa)

=Bb

+ Ba.(Aa + Ae.Cc + Ad.Dd

+ Ab.(Be.Ce + Bd.Dd) + Ae.Cd.Dd + Ad.Dc.Ce + AC.Cb.Bd.Dd

+ Ad.Db.Be.Ce)

+ Be.(Ce + Ca.Aa + Cd.Dd

+ Ca.Ad.Dd + Cb.Ba.Aa + Cb.Bd.Dd + Cb.Ba.Ad.Dd)

+ Bd.(Dd + Da.Aa + De.Ce

+ Da.Ae.Ce + Db. (Ba.Aa + Be.Ce) + De.Ca.Aa

+ Db.Ba.Ae.Ce + De.Cb.Ba.Aa)

=Bb

+ Ba.(Aa + Ae.Ce + Ad.Od + Ac.Cd.Od + Ad.Oc.Ce)

+ Be.(Ce + Ca.Aa + Cd.Dd ’+ Ca.Ad.Dd + cb Ba.Ad.Dd)

+ Bd.(Dd + Da.Aa + DC.Ce + Da.Ae.Ce + Dc.Ca.Aa)

= Bb + Ba.Aa + Bc.Cc + Bd.Dd

+ Ba.(Ae.Cc + Ad.Dd) + Be.(Ca.Aa + Cd.Dd)

+ Bd.(Da.Aa + Dc.ec) + Ba.(Ac.Cd.Dd + Ad.Dc.Ce)

+ Be (Ca Ad.Dd + Cb.Ba.Ad.Dd) + Bd.(Da.Ac.Cc + Dc.Ca.Aa)

= Bb + Ba.Aa + Be Ce + Bd.Dd

+ Ba.(Ae.Cc + Ad.Dd) + Be (Ca.Aa + Cd Dd) + Bd.(Da.Aa + Dc.Ce)

+ Ba.(Ae.Cd.Dd + Ad.De.Ce) + Be.Ca.Ad.Dd + Bd.(Da.Ae.Ce + De.Ca.Aa)

C=Ce

+ Ca.{Aa + Ab.Bb + Ae.Ce + Ad.Dd

+ Ab.(Be.Cc + Bd.Dd) + Ae.(Cb.Bb + Cd.Dd) + Ad. (Db.Bb + De.Cc)

+ Ac.Cb.Bd.Dd + Ad.(Db.Be.Ce + De.Cb.Bb)}

+ Cb.{Bb + Ba.Aa + Be.Ce + Bd.Dd

+ Ba.(Ae.Ce + Ad.Dd) + Be.(Ca.Aa + Cd.Dd) + Bd.(Da.Aa + De.Ce)

+ Ba.(Ae.Cd.Dd + Ad.Dc.Ce) + Be.Ca.Ad.Dd + Bd.(Da.Ac.Ce + De.Ca.Aa)}

+ Cd.{Dd + Da.Aa + Db.Bb + De.ee

+ Da.(Ab.Bb + Ac.Ce) + Db. (Ba.Aa + Be.Ce) + De.(Ca.Aa + Cb.Bb)

-253-



+ Db.Ba.Ae.Ce + Dc.Ca.Ab.Bb + De.Cb.Ba.Aa}

=Cc

+ Ca.(Aa + Ab.Bb + Ad.Dd + Ab.Bd.Dd + Ad.Db.Bb + Ac‘Cb.Bd.Dd

+ Ad.Dc.Cb.Bb)

+ Cb.(Bb + Ba.Aa + Bd.Dd + Ba.Ad.Dd + Bd.Da.Aa

+ Ba.Ac.Cd.Dd + Bc.Ca.Ad.Dd + Bd.Dc.Ca.Aa)

+ Cd.(Dd + Da.Aa + Db.Bb + Da.Ab.Bb + Db.Ba.Aa

+ De.Ca.Ab.Bb + De.Cb.Ba.Aa}

= Ce + Ca.Aa + Cb.Bb + Cd.Dd

+ Ca.Ab.Bb + Ca.Ad.Dd + Cb.Ba.Aa + Cb.Bd.Dd + Cd.Da.Aa + Cd.Db.Bb

+ Cd.Da.Ab.Bb + Cd.Db.Ba.Aa + Ca.Ab.Bd.Dd + Ca.Ad.Db.Bb

+ Cb.Ba.Ad.Dd + Cb.Bd.Da.Aa (5.18)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C논 예장대로 16개의 항이 나와 수렴되었으나， A，B，D는 아직

수렴되지 않았다. Iteration Method는 어느 시스댐부터 Iteration을 시작하였는 가에 따라 각

시스댐이 수렴하는 Step수가 달라지나 최종적으로 전시스댐의 최소단절군이 수렴하기

위하여셔는 (m-I)회 즉 3회 Iteration이 필요하다.

C. Conventional Method

System블에 대하여 다읍과 같이 가정한다;

A*= Aa

B*=Bb

C*=Ce

D·=Dd

각 Sy앙em에 대하여 BrokenLoop을 갖는 다음과같은 별도의 논리식 (Fault Tree)을 만든다.

Abk = Aa + Ab.B· + Ac.C· + Ad.D· = Aa + Ab.Bb + Ae.Ce + Ad.Dd

Bbk = Bb + Ba.A· + Be.C· + Bd.D· = Bb + Ba.Aa + Be.Ce + Bd.Dd

Cbk = Ce + Ca.A· + Cb.B* + Cd.D* ::; Ce + Ca.Aa + Cb.Bb + Cd.Dd

Dbk ::; Dd + Da.A· + Db.B· + Dc.C· = Dd + Da.Aa + Db.Bb + D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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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플로부터:

A =Aa + Ab.Bblc + AC.Cbk + Ad.Dblc

=Aa + Ab.(Bb + Ba.Aa + Bc.Cc + Bd.Dd) + Ac.(Cc + Ca.Aa + Cb.Bb + Cd.Dd)

+Ad.φd+Da.Aa +Db‘Bb+Dc‘Cc)

= Aa + Ab.Bb + Ac.Cc + Ad.Dd + Ab.(Ba. Aa + Bc.Cc + Bd.Dd)

+ Ac.(Ca.Aa + Cb.Bb + Cd.Dd) + Ad.(Da. Aa + Db.Bb + Dc.Cc)

=Aa + Ab.Bb + Ac.Cc + Ad.Dd

+Ab (Bζ.Cc + Bd.Dd) + Ac.(Cb.Bb + Cd.Dd) + Ad. (Db.Bb + Dc.Ce)

위의 결과를 식 (5.17)과 비쿄하여 보면 다읍의 항들이 빠져 았음을 알 수 있다.

(Ad.Dc.Cb + Ac.Cd.Db).Bb , (Ad.Db.Bc + Ab.Bd.Dc).Cc , (Ac.Cb.Bd + Ab.Bc. Cd).Dd

바. 철과논의

위의 예제의 결과를 살펴보면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방법이 실제 사용상에 큰 차이가없는

유사한 결과를 줌을 알 수 있다. 이 켓은 기폰 방법에셔 논리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최소단절꾼이 었다하여도 그런 최소단철꾼은많은 기본사장의 곱이므로 그 값이 작아져

영향이 미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셔 살펴본바에 따르면 해석적 방법은 가장 청확한최소단절군을줄 수 있지만 그

계산과쟁이너무 복잡하다는단점야 있다. 반면에 가존의 방법은 질제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없는 값을 주냐， Support System간의 의존 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혈도의 Fault

Tr풍롤 만드는 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Iteration Method는 사용의

편라생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Living PSA에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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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석적 방법을 KIRAP 에 추가하는 작엽을 진행중이며 logical loop 를 가진 간단한

고장수목의 경우는 쟁확하게 풀수 있다. 차후에논 대형 고장수목간의 logi뎌lloop 롤 풀수

있도록연구중이다.

4. Rule Based Recovery 방법론 개발

가. 회복조치분석의 특징

각 사고경위에 대한 최소단절군이 구해지면 고장수목이나 사건수목에셔 모델되지 않은

운전원이 고장난 기기를 북구하는 행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고전 또는 사고진행동안

고장나거나 작동하지 않은 부품 또는 계통틀을 사고진행동안 운전원이 이를 복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한다.

예로셔 소외전원장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외전원은 약 30분 이내에

복구되며 걸어도 몇 시간 이내에 복구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운전원은

소외전원이 안전계동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다른 예로셔

모터구동밸브의 모터고장이나 전원 장설로 인해 멜브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원이

현장에셔 수동으로 이 밸브를 조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고진행동안

노심손상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가， 또는 운전원이 이를 인식하는가， 실제로 이를

쉽게 북구할 수 있는 고장인가등에 따라 최우된다. 이러한 가능생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회북조치분석이다.

회복조치 R없very) 는 사고진행 도중에 운전원이 고장난 기기등을 수동으로 복구하는

작업이다. 이와 같온 회복조치는 참은 기기에 대한 복구일지라고 사고경위마다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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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필요한 여유시간의 차이로 인해 야를 복구활 수 있논 가능생 및 방법이 다롤 수

있다.

따라셔 대부분의 PSA 에셔는 이러한 사고후 운전원의 행위 또는 계몽 작동을

고장수목이나 사건수목에셔 모델하는 대선 회복조치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운전원의

회복조치행위는 각 사고경위마다 각 기기마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고장수목에셔

모탤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회북조치 분석에셔 볍도로 취급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것을 회북조쳐분석 (Recovery Analysis) 이라 부르며 이 작업은 각 사고경위마다 t:J-!르
.,.L. '-

최소단절군을검토하고 필요한회복조치를 수작업으로 추가하여야하므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또한오류 발생의 가능성도높은 분야이다.

회복조치분석을수행하여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몇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 예를 틀변

소외천원장성사 이를 복구하는 것 묘터구동밸브름수동으로 조작하는 컷등이 대부분의

회북조치를 차지한다. 따라셔 이와 같은 회복조치가 고려될 수 있는 사건들의 조합

(일종의 최소단절군)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회복조쳐를추가하면 된다.

일반적언 PSA 에서는 이장과 같은 유형을 먼저 찾아내고 이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다. 이

후 몇몇 특수한 경우에 대한 회복조치를 추가하는 컷으로셔 회복조치분삭은 완료된다.

대부분의 경우몇몇 유형이 회복조치분석의 90% 이상을차저할수 있다.

일단 일차적인 쟁량화 빛 회북조치분석이 완료원 후에도 PSA 모텔을 변경하여

재계산한다면， 이에 따라 회복조치분석도 수작엽으로 각 최소단갤군애 필요한

회복조치를 추가하여야한다. 이 작엽은 재수행의 경우에도 몇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PSA 는 특생상 많은 반복 수행을 요구한다. 초기 정량화후에도 오류를 발견하거나， 또는

민감도 분석셔 가쟁을 변겸한다면 이에 따라 PSA 모델을 수쟁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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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엽으로 회복조치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텔을 수쟁하고 재계산하눈떼 어려운 점이

많았다.

나· Rule-Based Recoverγ Analysis

앞애셔 절명한 바대로J 회복조치분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조치분석에셔 많이 수행되는 유형을 찾아내어 이를 규칙으로 만툴어 회복조치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쿄드를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KIRAP-CUT 에 추가되었다.

회복조치분석에셔는 각 최소단절군을 캠토하고 이에 회복조치에 해당하는 기본사건을

추가하는 작엽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하나의 최소단정군에 포함된 사건， 죽 어떤

기기의 고장을 사고 진행중에 복구할 수 있다면 이를 복구하는 운전원 조치에 해당하는

기본사건을 아 최소단절군에 추가하는 것이다.

예로셔 (A. B) 라는 최소단철군이 있을 때， A 는 “Pump A fails to 없re' 에， B 는 “ Valve B

fails to open" 에 해당한다고 하자. 어떤 사고경위에셔 Valve B가 웰브 구동기의 문제로

작동되져 않았을 때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다면 운전원이 현장에셔 이를 수작업으로 열 수

있다. 이 운전원 조작 설패 사건을 R 이라할때 회복조차분석을 (A, B) 최소단절군에R 를

더해 (A, B. R) 로 수쟁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운전원이 기기를 복구하는데 훨요한 여유시간과 기기가 그 시간내에

북구될 수가 있는가이다. 이에 따라 회복조치가 추가되기도 하며 그 설때확률이

인간신뢰도분석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야 각 최소단절군을 점검하고 회복조치룰 수행하다 보면 어떠한 기본사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최소단갤군에는 엘정한 회복조치가 추가되는 경향을 발견활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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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갱리하여 규칙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오류를

줄일수있을것이다.

R띠e-Based 회북조치분석에셔는 어떠한 사건들의 조합에 어떠한 회북조쳐가 추가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규칙을 쟁리하고 이를 표 형태로 작생하여 이로부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EPRI 사는 Risk & Reliability Workstation 개발의 일환으로 R띠e-Ba뼈

회복조치분석를 처리할 수 있는 RECOVER 라는 전산코드를 개발하였다. 이 쿄드에셔도

이장과 같이 회복조치규척표를 이용하였다.

Risk & Reliability Work없lion에셔 개발원 방법은 각 규칙을 해당 최소단절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회북조치를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반면에 회복조치분석을 수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예로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최소단절군을 고려하자.

1 A, C i

i A, B, D ~

여기셔 A 라는 사건수 복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자. 이 때 A 가 포함된 최소단절군에는

Rl 이라는 회복조치를 추가한다. 반면 A.B 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Rl 대신 R 라는

회복조치를 추가하고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본 방법에셔는 각 회복조치 규칙에 조건검색을

추가하였다. 이는 A 에 회복조치 Rl 을 추가하되 만일 B 를 포함하는 최소단절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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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조치규칙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A， B 를 포함하는 최소단절군의

회복조치는 다른 규칙에 의해 처리된다.

본 연구에셔 개발한 방법은 찾아진 유혐에 패해 무조건적으로 회복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셔는 조건 검잭을 수행하여 회복조치를 추가할 수 있도룩 하였다.

다. KIRAP 애의 적용

KIRAP 에서는 본 연구에셔 개발한 Rule-Based 회복조치분석방법을 다융과 같이

처리하였다. 여기서 회복조치는 회복조치규칙 작생과 이를 적용한 회북조치분석

명령으로이루어진다.

먼저 회복조치큐칙을 다읍과 같은 예와 같여 구생한다

Rec:끼JveryRule.

A , B , Rl.

A, C, R2 I CON2.

End.

CON2 =E+F.

여기셔 회복조치큐칙은 RecoveryRule. 과 End. 사이에 놓이게 된다. 각 회복조치규칙은

각기 한 줄을 차지하게 되며 각 항은 (,) 애 의해 구분되며 각 회복조치규칙은 (.) 으로

마친다. 하나의 회복조치 규칙에는 기본사건틀의 조합과 회복조치를 합쳐 6개 이하의

함을사용할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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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셔 “ A, B, R l." 에셔 A, B 는 기본사건들의 조합을 나타내며， 마지막의 Rl 은

회북조치야다. 즉 Rl 을 A, B 를 포함하는 모든 최소단철군들애 Rl 이라는 회복조치를

추가하라는것이다.

각 회북조치 규칙에 대한조컨온 (I) 다음에 Boolean 식의 이륨을 추가한다. “A, C, R2 /

CON2." 예에셔 보면 A. C 를 포함하는 최소단절군중에셔 식 CON2 에 포함된

최소단절군틀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회복조치 R 를 추가하라는 것이다.

다읍의 회복조치 규칙들을 이용한 분석 예제는 아래와 같이 수행된다.

1 A. B. Rl.

; A, C, R2 I CON2. [

먼저 회복조치 분적전의 최소단켈군들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 A B D !

! A B F

1 ACE G

! ABC H

i A C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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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북조치 분석후의 결과는 다읍과 같이 된다.

1 A B D Rl ~ A, B 를 포함 ->Rl 추가 i
: A B F RI : A, B 를 포함 ->Rl 추가 :

lACEG ~A， C 률포함 그러나E를포함 회복조치 없용·················..·······1

1 ABC H Rl R2 j A, B 를 포함 ·>Rl 추가 :

i A， C 를포함->R2추가 :

IACI R2 IA, C 률 포함 ->R2 추가 :

KIRAP-CUT 에셔 회복조치분석 수행 명령어는 다읍과 같다.

; Recovery (E l [, E2] /01 102 .... ).

o = REPORT'" noset

EVENT '" noevent

PROBA i

Recovery 명령어애셔는 식 El 을 전개하여 각 최소단첼군에 대해 앞셔 주어진 Recovery

Rule 에 따라 회복조치 분석을 수행하고 변경된 최소단절군을 다시 때uce 한다.

명령어에셔 E2 가 주어지면 결과식은 E2 에 저장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El 에 다시

저장된다. 여기셔 REPORT option 이 사용되변 화북조치분석후의 최소단절군을 출력하며，

EVENT option 이 사용되면 각 기본사건 중요도를 출력한다. 이때 noset 이나 noevent 가

주어자면 noset 개만큼만 최소단철군을 noevent 개만큼 기본사건 중요도를 출력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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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조치규칙을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은 R없IveryR띠e. 명 령어에 의해 기존의 입력된

E, R.

회북조치규칙에 대한 갱보는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읍은 회복조치분석의 다론 예를 보이 기 위한 KIRAP-CUT user pr，땅때 내용이며 결과는

그뒤에주어져 있다.

TOP:: A * C + 1

B* E*C +

A*O*E*F+

B*O*E*F

! RecoveryR띠e.

! end.

i recovery πOP， Tl Ireport).

RecovεryR띠e.

A,

B,

E,

F,

C,

E,

R4

R3.

Rl.

R2.

INX.

1end.

: NX::=B.

! Recovery (TOP,T2/report).

다읍은 첫 회복조치규칙틀을 적용한Tl 에 대한 결과이다.

-263-



............... ~ ~ ‘ .-
AC

BECR

ADEFR

BDEFR

다용은 두번째 회북조치규칙틀을적용한T2 에 대한 결과이다.

~ A C Rl

;BEC R2 1

~ A D E F R4 R3 j

;BDEF R2R3 ~

라. 일반적인회복조치

다음은 얼반적인 PSA 에서 사용되는 회복조치로셔 이 예틀은 차셰대원자로 PSA 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이 회복조치 분석에셔는 본 연구에셔 개발된 R띠e-Bas빼 회복조치 분석

방법이 사용된 것은 아니나 이들 PSA 에셔 사용된 회복조치 분석방법은 추후 Rule-B잃어

회복쪼치의 규칙을 작생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활 수 었다. 또한 모든 PSA 에 다옵과 같은

회복조치만이 고려되논 것야 아니며 각 PSA 특생에 따라 변할 수 있으나， 회복조치분석을

수행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컷이다.

(1) 차세대 현자로 PSA 의 회복조쳐

차세대 원자로 PSA 에셔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 회복조치가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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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전원 복구 : 소외전원장심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소외천원은 약

30분이내에 북구되며 걸어도 몇 시간 이내에 복구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컷을

사고경위줌 노심손상전까지의 운전원 여유시간에 따라 모델한다.

• 모터구동밸브 수동조작 : 모터구동밸브의 모터고장이나 전원 장실로 인해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원이 현장에셔 수동으로 이 밸브를 조작활수가 었다.

이러한 행위는 사고진행동안 노섬손상전까지 어느 갱도 시간이 었논가， 또논 운전원이

이를 인식하는가， 실제로 이를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고장인가등에 따라최우된다.

회복조치분석에셔 운전원 여유시간은 중요한 인자이며 두가지 사항이 고려된다. 하나는

기기가 고장난 시간이며 다른 하나는 기기가 고장난 시간부터 노심노출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다. 회복조치분석에셔는 이 두가져 시간을 합친 것을 운전원

여유시간으로 고려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로 PSA 에셔는 기기가 고장나는 셔간대는 크게 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0에셔 8시간이고 다읍은 8시간에셔 24시간까지이다.

회복조치분석을 수행한 예에셔 이를 검토하여 보자. 주급수장성 후 EFW (Emergency

Feedwater) 가 실때한 경우에 EFW는 초기사건 발쟁후부터 약 8셔간까지에 관련되는

사함이며 그 이후는 장기잔열제거인 L’TDHR (Long Term Decay Heat Removal) 에셔

다루어진다. 각 최소단절군을 보변 각기 EFW의 demand failure 와 operating failure 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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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셔 demand failure의 경우는 초기사건 발생과동시에EFW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셔 그 후의 회복조치는 초기사건 발생후 EFW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전원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지에 크게 관련된다.

이에 따라소외전원 가스터빈 모터구동밸브에대한회복조치가고려된다.특히 소외전원

복구는 각 시간대마다 복구 확률이 다르므로 운전원에게 이용가능한 시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주급수상실 후 EFW가 기동실때하면 노섬노출까지는 약

2시간 갱도가 소요된다. 따라셔 운전원에게는약 2시간의 시간 여유가 있다. 그 이내에

전원이나 모터구동밸브등을 북구하여 사고 진행을 완화할 수 있다. 분석에셔는

보수적으로 1시간의 시간여유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로 가스터빈 발전기 기동 및

전원공급은약 10 - 15분 정도면 충분하다.

Operating 훨ilure 의 경우는 0 에셔 8시간의 평균인 4시간 정도에셔 기기가 고장난 것으로

가쟁하였다. 이 4시깐에 노섬노출에 결리는 2시간 (실제로는 4시간이 지났으므로 더 많은

시간이 었다.) 을 합친 6시간을 운전원에께 이용가능한 시깐으로 보고 이를 소외전원

북구등에 고려할 수 있다. 계산에셔는 보수적으로 5시간의 시간여유가 있는 것으로

하였다.

만일 EFW가 생공한 경우에는 적어도 8시간이 운전원에게 이용가능한 것이 된다. 예로셔

장기잔열제거인 LTDHR에서는 demand fail따e는 8시간， running 싫ilure의 경우는 8시간파

24시간의 중간언 16시간에 기기가고창난 것으로 가정활 수 있다. 이 경우 16시간 이상의

여유가있다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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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l시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터빈 소외천원 모터구동밸브 모두에 대한

회복조치가 고려될 수 있으며 1시간머만의 여유밖에 없는 사건틀， LargeLOCA 나M혀ium

LOCA 에셔는 가스터빈 발전기의 기동만이 회복조치로 고려된다.

또 다른 예를 을어보자. 예로셔 Small LOCA 의 사고경위 SL-ll 은 초기사건 발생후 SIS

(Safety Injection System) 과 ASC (A잃ress뼈 Secon없ry Cooldo빼) 가 실때하여 노심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demand failure의 경우는회복조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나

running failure의 경우에는 0에셔 8시간사이의 평균 4시간에셔 기기가 고장난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소외전원상설 복구에 고려하였다.

SGTR와 같은 사건의 경우 SGTR-17 및 SGTR-9 사고경위로 인한 노섬손상빈도는 각각

2.ge-71yr 빚 3.7e-81yr로 SGTR-17로 인한 것이 매우 크다. 노섬손상빈도 측면에셔는 SGTR

17의 경우가 중요하며 SGTR-9은 별로 큰 영향을 비치지 않는다. 이 측면에셔만 본다면

SGTR-9는 중요하지 않으며 분석자에 따라셔는 이에 대한 회복조치분석을 장세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SGπ-9등의 사고경위는 Level-2 PSA의 결과인 I없ge rel없se

사고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았으므로 Level-2 PSA 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자세한

회복조치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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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SA 모탤령 도구 개선

PSA 에셔의 모델은 크게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으로 이루어진다. 사건수목은 계풍의 실패

또는 생풍에 따른 사고경위를 모멜하는 것이며 고장수목은 각 계통의 실때를 기본사건

(기기， 인간오류， 시험 및 보수동) 들의 조합으로 모텔하는 것이다. 이중 사건수목의

모텔은 버교적 단순한 편이냐 고장수목은 보통 20 개 이상 계통에 대해 모델하며 또환

하나의 계통에 대해서도 호텔이 무척 코며 보탤령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기촌의 KIRAP 은 DOS 환경에서 개발된 프로그햄으로셔 많은 제약점을 가저고 있다.

Mouse 를 지원하지 않을 뽑더러 단지 하나의 창만을 열 수 었다. DOS 프로그햄은

단독적으로만수행되므로 PSA Workstation 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간의 원활한

연결 사용이 불가능하다. DOS 에셔 개발된 기존 KIRAP 의 Fault Tree Editor 의 기능을

DOS 에셔 개선한다면 많은 제약어 따르며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가 어렵다.

반면， Windows 는 mouse 를 지원하며， 여러개의 창을 열어 작협할 수 있는 장점이 었다. 즉，

여러개의 정검사장에 대한 고장수목을 동시에 편집하고 검토할 수가 었다. 현재의

추세는 DOS 보다는 사용하기가 편리한 Windows 환경으로 옮겨가는 추셰이며， Windows

가 DOS 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Windows 의 장점을 이용하여 Fault Tree Editor

률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을 볼 때 바람직 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PSA

workstation 개발에셔 추진하는 컷은 기존의 DOS 환경에셔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가

때문에 Windows 용 Fault Tree Editor 등의 개발이 필수적이라할수 었다.

본 연구에셔는 Fault Tree Editor 및 Event Tree Editor 를 Windows 환경하에셔 재개발중에

있다. 이중 Event Tree Editor 는 특생상 “2단계 PSA 수행기술 개발” 과제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Event Tree Editor 의 주 내용은 “2단계 PSA 수행기술 개발” 에셔 I단계

PSA 에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이 작엽야 완료되면 l단계 PSA 에서

-268-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계획으로 있다. Event tree 혀itor 의 상세한 내용은 “2단계 PSA

수행기술 개발” 보고셔에 주어져 있다.

I. Fault Tree Editor 개발

본 연구에셔는 기존의 Fault Tree Editor 의 가능을 보완하여 Windows 용 Fault Tree Editor

KwTree 를 개발하였다. Fa미t Tree Editor에 대한 상세한 사용 셜명서는 부록 5-C 에 주어져

었다.

G-TRAIN-A

릎탠k파:J

EπMp· lJ

그림 5-5 KwTree 의 다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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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Tree 는 그림5-5에셔 보듯이 여러개의 창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장수목을 수평방향

또는 수직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으며 각 창에 나타나는 Event 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KwTree 에셔 event 의 이륨은 16 자까지 사용할수 있으며 이름에 bI때k 나특수문자(+ I • . (

)•., = $)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문자들은 Cut Set Generator 인 KCut 에셔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용할수 있는사건종류는 다음 표에 주어진 바와같다.

표 5-4 Kwl’ree 에셔의 사건종류

Type 종류 그렴 비고

+ Or 따 gate

* And
α

gate

A Nand
~

gate

o Nor
~

gate
。

N Not 9 l개의 input 만가지는 gate

Equal I개의 input 만가자는 gate

n noutofm 디 m 개의 input을 가지는 gate.
여기셔 n 은 l에셔 9사이의 숫자

B Basic O basic event (input event 를 가지지 못함)

H Hou앓 LJ basic event (input event를 가지지 못함)

D Diamond o basic event (input event 를 가지지 못함)

? Und메ned

口
basic event (input event 를 가지지 뭇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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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Event Dialog Box 는 Event 들에 대한 쟁보를 나타내는 창으로셔 다읍 그렴에 예가

주어져 있다. 이 것은 TopEvent 선정， Event 들의 특생 점검등의 목적으로사용된다.

|蠻‘ .........""""-,...........~£~-....~““‘; “‘《죄심‘E;JejJ“~.~--~-~“*“_.~---“ =‘짧醫jI

빼빼
삐-
腦

n‘Ii

’’

O
를
쩨=M “ IS-TANK

씨

A
…n쉰
‘F
t
J

팬
빼
빼
’
빼
，
W
M

빠
‘
깨
…
깨
깨
…

n깨l

T’
C
u”F
u
ι
C
u
…c
u‘

짧
패‘
…

、…

펀
파
빼
，
.
、
，
‘
”
’

j
l’,
RJ

FO

‘
. 2 3 0 F if

+ 2 2 T if
‘> 0 ‘

+ 2 2 or :f

Event 선택은 왼쪽위애 있는 List Box 를 누르면 Top, Gate. Basic Event, Transfer, All, User

등을 션택할수 있다. 선택된 내용에 따라 Event 들을 List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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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종류 내용

Top TopEvent만을 선택

Gate 면서 Parent가 없는 event들임

Gate Gate Event 만을 선택

Child를 가진 Event 들암

Basic Event Basic event 만을 션택

Child 룰 가지지 않은 event 들임

Transfer Tran따r event 만융 션택

All 모든 event 를 션택

User User가 dεfine한 내용을 선택

OptionBox 단추를누르면 다읍과같은 Dialog Box 가 나타나며 여기서 더욱 자세한 전택을

할 수 있다. 예로셔 이릅에 어떠한 문자가 포함원 event 틀만을 선택할 수 있거나， transfer

event 인 event 만을 선택할수도 있다.

驚 SelectOptionl

I써acro I趣 l많뤘
Name 며 Don't Care

Type n選 181 Don't Care

ha. Children 용 Don't Care 0 No OVes

has Parent @ Don't Care 0 No OVes OOne 0 삐삐

Transfer 이~ Don't Care 0 No 。 Ves

5떼 l 에o Sort |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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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Tree 에셔 각 창은 속생을 지니고 있다. 각 창마다 수직방향이나 수평방향으로

전개하거나， 각 event 는 어떠한 크기로 나타낼지 Zoom 은 어떠한 크기를 사용할 지등을

결정할 수 있다. Window 에셔 Option menu 를 수행하면 다움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다음은 각 창의 속생을 보여주는 예이다.

KwTree 는 기본적으 R고장수목을 수쟁 편집하기 위한 것이다. 고장수목의 편집을 위해

다읍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AddEvent: 하나의 event 를 더함.

• 뻐t Event : event 의 내용을 수정. 아래 그렴과같은 box 를 이용한다.

• Cut Event : event 를 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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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앙e Event: 삭제되거나 복사원 event 를 더함

• Copy Event: event를 북사

• Rename Event : event 의 이릅을 변경

• Toggle Transfer : event를 transf농r event 로 변경하거나 또는 해제

다읍온 Edit Event Dialog Box 이 다. 이를 이용하여 Event 의 쟁보를 수정한다.

퍼I11III비 기|

Name l뼈CV0056B - - I T,pe 18 I鍵
Descript삐” CH따V빼E 태IlS TO 0얀에 |

-、‘‘、、~‘‘‘‘.‘‘ 、:삐εan

EF
CalT,pe|0 |뽑 Dist

lamb뼈 l .0001 l unit亡그 鍵 Type|L |鍵

Iunite그 鍵Tau Cor No.

Transfer I그

삐삐띠e 口

빼빼
n”

KwTree 에셔는 고장수목의 논리플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추어진 event 등의 조합을

f없lure 또는 success 로 지쟁하고 전체 고장수목 또는 주어진 게이트의 장태가

failure/success 인지를 캠접할 수가 있으며 f떠lure 인 event들에 대해셔는 색을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준다. 이 기능은 최소단절군 계산후에 적절한 최소단철군이 계산되었는지를

점검하는동의 목적으로사용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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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EPRI R & R Workstation 국제 공동개발 연구

IPE결과를 활용하여 원전의 안전생 및 경제생을 제고하고 NRC의 Maintenance Rule

(정비큐쟁)에 대처하기 위한 PSA 웅용 SIW를 EPRI주도로 미국 전력회사들이 출자하여

개발하는 것이 Risk & Reliability(R&R) Workstation이 다. 이 R&R Workstation 개발 사엽에

현재 프량스의 EDF 벚 Fr;없natom 스페인의 IBERDROLA 멕시코의 I正등이 가엽해 있고

미국에서는 25개의 전력회사와 5개의 PSA 용역회사틀이 가엽해 었다. 우리나라에셔는

94년 본 연구소가가입하여 R&R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R&R Workstation 의 공동연구 과제에셔는 R&R Workstation 에셔 개발되는 내용율

계속하여 추적하였으며. 또한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절삭값에 의해 삭제된 최소단절군 도출 방법론 RESTRUCT 개발 및 최소단절군

방법론 CACUT 시험

• EPRI R&R 에 셔 개발한태OS 를 이용하여 영광 3,4 호기의 prototype Risk Monitor

모델을 구축중(부록 5-E 참조)

• EPRI R&R과연판된 KIRAP 개션

본 철에셔는 위의 내용에 대해 간단허 소개하도록 하겠으며 EPRI R&R 의 전체적인

내용은 부록 5-0, 영광 3,4 호기용 EOOS 구측은 부룩 5-E 에 주어져 있다.

1. EPRI R & R Workstation 의 주요소프트웨어

R&R Workstation은 개인 컴퓨터의 MS-Wmdow장에셔 운영되는 소프트쩨어들로셔

CAFfA-Win, API,그리고 EOOS 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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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TA-Win 은 KAERI의 KIRAP과 같이 고장수목 몇 사건수목등을 모델하며，

최소단절군을 쟁생하여 노심용융빈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셔 Fault Tree

Editor (FrED), Cut Sets Editor (CSED), Reliabiliity Data Base Editor (RDED) 등으로

구생되어었다，

CAFTA-Win 은 많은 인력과시간이 소요되는 PSA 모텔링 엽무 및 정량화수행을 도와주는

도구로셔 PSA 분석가， PSA 검토자， u디lity 의 PSA 이용자등이 PSA 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OOS는 Equipment Out-Qf-Service (E∞S)의 약자로셔 기기가 down(고장 또는 보수등으로

인해 기기가 out of service 상태에 있는 경우) 됩으로셔 발전소 안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도구이다. 기기가 down 되면 발전소의 빼 빠el 즉 노심촌장빈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발전소에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기준을 수렵하면 기기의 down/up에 대한

결쟁이 필요할시 이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마국의 일부 원전에서는 EOOS를

이용하여 운전중 기기의 보수일정을 결정하는 On-line Maintenance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었다.

EOOS 는 주요기기의 보수얼쟁을 데이타베이스화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 즉 plant

perfom뻐lce 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현재 미국에셔 콘 issue 가 되고 있는

Maintenance Rule 을 대처할수 있는 도구로 개발되고 있다.

API (Application Program Inteπace) 는 R&R 소프트웨어의 곤깐이 되는 소프트꿰어로셔

업종의 Library 이다. 즉， 이 API Library를 이용하여 CAFfA-Win,많OS 등 여러 PSA 웅용

소프트웨어를개발할 수 있다. 일반사용자도 API 를 이용하여 EPRI R&R 의 많은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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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자신의 복적에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PSA 용용 소프트웨어률 협게 구축활 수

있다.

그밖에 원전기기의 Tagging 업무 전산화를 위한 RAPIDrrAG, Fire Risk Analysis C여C인

FRANC, Recovery률 위한 R띠e-ba않d Recovery, Event Tree Analysis 용 ETA-Win, 각 기기 및

계동의 중요도를 알려주는없따ingTo이둥이 개발되거나개발중이다.

EPRI R&R 의 상세한 내용온 부록 5-D에 성명되어 있다.

2. EPRIR&R 에서의 PSA 방법론연구

본 연구소도 1994년 6윌 부터 본격적으로R&R Workstaion 개발에 적극 참여 하였는데 주로

R&R Workstaion의 핵심이되는 최소단절군 생생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지난 l년간

연구한 결과 KIRAP의 최소단절군 생생 프로그햄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현재는

CAFTA 보다 대부분의 경우 2-3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KIRAP이 CAFTA보다

빵라점에 따라 현재 R&R Wor않taion에셔는 KIRAP의 최소단절군 생생 프로그햄을

Option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쟁하였으며 기폰의 CAFTA의 최소탄절군 생생 프로그햄을

K.IRAP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연구하고 있다.

또한 E∞S Risk Monitor에 사용할 목적으로 Truncation으로 없어진 최소단절군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RESTRUCT) 도 개발 하였으며 고창 수목 논리를 얽어셔 OR

게이트는 수칙으로 전개하고 AND 게이트는 수평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Tree를 만틀고

이 Tree를 얽으면 최소단절 집합이 구해지는 프로그햄 (CACUT) 도 개발하여 시험 중에

있다 RESTRUCT는 여러 기기의 동시 OOS 경우도 다룰 수 있게 보완 할 예정이며

CACUT도 계속 보완하여 공극적으로는 KIRAP 의 최소단절군 생생 프로그햄을

보완하던가대째할예정이다. RESTRUCT 및 CACUT 은부록 5-D 에셜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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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I R&R 에셔 개발된 API률 이용한웅용 프로그햄 개발에 대한 연구도 수행중에 었다.

현재는 두 최소탄절군 화엽의 최소탄절군 들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찾아내는 간단한

프로그햄 (CSCOMP)를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PSA 웅용 소프트꿰어를 API를

이용하여 개발할 때정야며 본 연구소에셔 수행하는 PSA Workstation 개발얘 있어 뻐I 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EOOS 소프트훼어를 이용하여 영광 3.4 호기용 prototype risk monitor 를 구축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부록 5-E 에 주어져 있다. 앞으로는 이를 이용하여 영광 3.4 호거 쟁바

이력， 정버 계획 및 Scheduling을 반영하여 쟁버，보수에 의한 원전의 리스크 즉， risk profile

을 계산할 예정으로 있다. 아로부터 원전의 Configuration Management 및 On-line

Maintenance 등에 대한 방법론 검토 Risk monitor 구축을 위한 방법론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3. 앞으로의 추진방향

KAERI의 R&R Workstation 국제공동개발 연구에 참여한 결과 KIRAP 의 최소단절군

생생 방법론의 개선이 있었고， PSA 웅용 소프트웨어들을 획득하였으며， PSA 웅용

소프트꿰어 개발 기술을 일부 습득하였다. 또 미국을 비롯한외국의 PSA 판련 원자력계

효름을 파악하여 우리 나라 PSA 웅용 방향 쟁립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EPRI R&R Workstation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엽무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 최소단절군 생생 방법론 연구

-278-



• 더욱 빠른 최소단절군 생생 방법론에 대한 연구 및 La휠cal Loop‘ 를 가진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을 연구하여 KIRAP 의 최소단절군 생생 소프트웨어인

KIRAP-CUT 을 개션

• EPRI R&R Workstation 및 KlRAP 의 연결 사용 방법 개션

• K.AERI 의 PSA Worksta디on 개발에 EPRI R&R 의 API 활용

• PSA 웅용 방법론 연구 : EPRI R&R 로부터 논의되는 PSA 웅용 방법을 추적하고

이로부터 PSA 웅용연구방향쟁렵에활용

• Risk Monitor 개발

• E∞S 를 이용한 Risk monitor , Risk profile 계산， On-Line Maintenance,

Configulation Management, Maintenance Rule 대처 방안등에 대한 연구 수행

• EOOS 의 방법론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Risk Monitor방법론 개선

또한R&R Workstation 참여 사용자틀은 I년에 2번씩 모여 R&.R Workstation 활용 빛 개발을

논의하고 있으며， focus group 을 구생하여 PSA Documentation, API, On-line Risk Monitors,

그리고 RIsk Ranking 등의 판심있는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 빛 의견을 쿄환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셔도 PSA Documentation focus group에 가담하고 있으나 더욱 여러 분야에 적극

가당하여‘ utility 의 요구사항， 용역회사틀의 캡곤방법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우라가개발활

방법폼등에 대한 idea 둘 수집할 필요가 있다.

R&R과제에셔는많은 미국의 전력회사들과， Engineenng company 등이 참여하여 현재 PSA

를 이용한용용 방법론 연구， PSA 관련 현안 문제 M없nte뻐nce Rru1e, On-line maintenance)

등에 대한많은 연구 및 논의가 수행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PSA웅용 방법론

개발을 위한방향정렵에활용할필요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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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과빛논의

1. 추진방향

PSA 는 원전의 셜계뿔만 아니라 운전 보수등을 총괄적으로 모멜하고 평가하고 있는

방법으로셔， 기본적으로는 원전의 안전생 평가용으로 사용되며， 최곤에는 이러한 PSA

모탤을 이용하여 원천의 운전 및 보수분야의 웅용 빛 규제분야에셔의 웅용이 증가하고

있는추셰이다.

이러환 PSA 웅용분야의 개발에셔는 PSA 모델뿔만 아니라 P&ID, 보수이력， Tagging

자료동의 많은 자료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펼수적이다. 또한

PSA 분석자， 원전 운영부셔， 규제기관등이 모두 이들 웅용분야의 사용자가 될 수 있으므로

PSA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쉽게 접근하고 제시할 수 있는

전산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셔는 위와 같은 필요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PSA

방법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PSA 몇 PSA 웅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platform 의 개발 ; 현재 여러 원전의 PSA

수행에 MS-DOS version 의 KIRAP 을 사용하여 왔으나， 필요한 쟁보 벚 데이타의

유기적이고 일판적인 관리를 위하여 PSA Workstation 을 Windows 환경에셔

개발하고 있다. PSA Workstation 은 PSA 수행용열 뿔만 아니라 지금 연구중인

LivingPSA 방법론을적용활platform으로 사용될 것이다.

• PSA웅용 방법론개발 : 규제， 안전쟁 향상 운전지원등에 사용할 수 있는 PSA 웅용

방법론 개발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리스크 모니터인 PEPSI 방법론의 보완， Risk

Bas때 Regulation 방볍론 개발" Risk-B잃어 T많h띠C떠 Specification 방법론 개발， 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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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Plant Examination) 의 일환으로 수행된 국내 원전의 PSA 를 현장에셔

지속적으로개정할수 었는Living PSA 방법론개발등이포함된다.

Risk Monitor 등의 PSA 웅용 방법론 개발을 위해 미국의 EPRI 사와 Risk and

Reliability따&R) Workstation 개발국제 공동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이중 PSA 및 PSA 웅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PSA Workstation 이라고 부른다. PSA

Workstation 개발에셔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Windows 용 소프트쩨어 개발이 아니라 PSA

분석， PSA 웅용 프로그햄 개발 PSA 검토등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

PSA Workstation 의 개발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작엽이 많은 부분은 Windows 용으로 개발 (Cut set generator 와 같이 계산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댐은 Dos용을 그대로 사용)

• Pr，이ect Manager개녕을 도입하여 모든 모탤， 데이타，분석갤화를떼이타베이스화

• PSA 분적절차를 자동화 (하나의 명령으로 모든 분석을 수행)

• PSA 모델간의 연결을 보강하고 PSA 모델과 P&ID 둥과의 연결을 추구 (PSA 분석 및

검토가용이}

2. 당해년도연구내용

이번 년도에서는 이중 Windows 환경하에셔의 PSA 모웰링 도구의 개발과 PSA 분석 갤차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281-



PSA 분석절차자동화에 있어셔는다음과같이세가지 연구가수행되었다.

• 최소단절군 계산 방법론 개션 : Bottom-up 전개 방법을 개션하고 Shannon

Decomposition 을 웅용한 고장수목 단순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Cut

set generator 인 KIRAP-CUT 을 개션하였다. 개션된 KIRAP-CUT 은 빠른시간내에

최소단절군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법도 편리하여졌으므로， PSA 정량화가

용이하게 되었다. KIRAP-CUT 은 미국의 EPRIlSAIC 사에셔 개발한 CAFfA코드와

비교하여도 대체적으로 2 - 3 배 쟁도 빠르게 최소단절군융 계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l띠e-bas혀 recovery 방법론 개발 :Rl버e-based rl없iVery 에 의한 회복조치 분석 자동화

방안 및 전산쿄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론 및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지금까지는 수작엽으로 수행한 회북조치 분석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PSA 재계산이나 민감도 분석이나

용이하게되었다.

• Logical loop 를 가진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 개발 : Logicalloop 를 가진 고창수목의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iteration 방법의 타당생을

입증하였다. Logical lOOp 는 거의 모든 PSA 에셔 나타나는 문제로셔 지금까지는

고장수목을 수정하여 일종의 근사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증명되지

않은 iter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iteration 방법의 타당생을

입증하였으며， 또한 해석적으로 Logical loop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되어

Logi앓lloop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지금은 간단한 경우의

logica1 loop 를 해결하는 전산료드를 개발하여 시헝중에 있다. 추후에는 해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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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 loop 를 해결하는 방법을 전산 프로그햄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프로그햄이

완생되면 모든 logicall∞p 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PSA 천산절하 자동화 연구에셔는 이상과 창이 PSA 정량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몇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PSA 쟁량화를 용이하게 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셔 개발된 내용을 이용하여 PSA 정량화를 I차 수행하였을 경우， 쟁량화애 필요한

각 사고경위의 최소단절군 계산 몇 회복조치 분석은 보두 떼이타로 정리가 된다. 즉

KIRAP-CUT 의 입력 화일로 저장이 된다. 따라셔 일차계산후에는 PSA 재계산 몇 민감도

분석등은 비교적 쉽게 수행활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이러한 모든 절차가 데이타

베이스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하냐의 명령어에 의해 PSA 재계산이 가능하다. 추후에는

이들 PSA 모델 및 정량화 갤차를 데이타베이스화하여 모든 PSA 의 모텔링 및 계산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쟁어다.

PSA 모델링을 위한 프로그햄 개션에셔는 다읍과 같은 작업 이 수행되었다.
'I

• Fault Tree Editor 개발 Windows 환경에셔 작동하는 Fault Tree Editor KwTree를

개발중에 었다. 현재 시험판이 완생되어 개선 사항 및 오류를 확인중애 었다. 새로운

KwTree 는 Windows 환경에셔 mouse 등올 이용하여 쉽게 고장수목을 입력활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장에셔 동시에 여러 개의 부수목을 편집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Dos 용에 비해꺼 사용자의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이 추가， 보강되어

있어 고장수목 구생 및 분석 검토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줄염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에는 시험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오류를 보완할 것이며， 또한

사건수목， 계통 P&ID 등의 모델간의 셔로 데이타를 연결하는 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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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Tree Editor 개발 . Windows 환경에셔 작동하는 Event Tr용 Editor를

개발하였다. Event Tree Editor 는 “2단계 PSA 수행기술 개발” 과제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주 내용은 “2단계 PSA 수행기술 개발” 에셔 수행되었다- 현재에는

단순히 사건수목을 모탤하는 기능만 전산쿄드화되어 었다. 추후에는 I단계 PSA 의

계산방법 및 데이타의 연계생을표현할수 있는 기능을추가할계획이다

PSA 모탤링은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엽무로셔 PSA 모텔은 방대한 양의

자료가생생된다. 이번 년도에셔는 단훈히 PSA 모탤령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산쿄드를 개발하였다. 추후에는 이러한 모든 모델링 자료를 체계적으로 판랴하고 각

모델간의 연계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발된 모델링 도구를 개선하고 필요한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하고이를 관리하는 전산코드를 개밥할계획이다.

Risk & Reliabili앙 (R&R) Workstation 은 IPE결과를 활용하여 원전의 안전생 몇 경제쟁을

제고하고 NRC의 Maintenance Rule (정비규정)에 대처하기 위한 PSA 웅용 소프트웨어를

EPRI 주관으로 개발하는 것으로셔 미국 25개의 전력회사들. 5개의 PSA 용역회사플

프량스의 EDF 및 Framatom 스떼인의 IBERDROLA 멕시료의 I正 우리나라의 KAERI 가

가엽하여 R&R을 공동개발하고 있다.

R&R Workstation의 공동연구과제와연관해셔는다읍과 같은 엽무를 수행하였다.

• R&R 을 통한 PSA 용용 방법론 개발현황 및 주요 issue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는 국내의 PSA 웅용 방법론개발방안정협에사용되고 있다.

• 절삭값 (cutoft) 에 의해 삭제된 최소단절군 도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원전의 conti맹lation 이 변경될 때마다 원전 라스크에 대한 전쩨 최소단절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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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하는 대신， configulation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셔딴 최소단절군을 계산하여

이를 기폰의 최소단절군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PSA 를 risk monitor. on-line maintenance 등에 활용하기 위해셔는 계산시간이 빨라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원전 리스크 전체의 최소단절군 계산은 장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 방법론은 야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현재는

하나의 기기에 대해셔만 방법론이 적용 가능하나 추후에는 여러개의 기기의

con.figulation 이 변하는 것도 처리할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션할계획이다.

• 최소단절군 계산 방법론 개발 및 전산쿄드 개션에 R&R 공동연구로부터 얻은

정보가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셔 개발한 Shannon d<뼈mposition 을 이용한 고장수목

단순화 방법의 기초적인 idea 은 R&R 공동연구로부터 연구되었다. R&R 에셔는

이를 설제적으로 웅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자 못하였지만， 국내에셔는

고장수목이 단출화되는일반적인규칙을 도출하였다.

• R&R 의 EOOS 롤 이용한 영광 3，4호기용 prototype risk monitor 구축하였다. EOOS

는 주요기기의 out of service 에 따른 리스크를 계산하여 주는 도구로셔， 기본적인

기농은 risk monitor 이며 또한 on-line maintenace 동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년도에셔는 영광 3.4 호기용 PSA 모텔의 약 90% 갱도를 EOOS 용으로 변환하여

엽력하였다. 추후‘에는 이률 이용하여 configulation management 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완법한 risk monitor 용 PSA 구축 방법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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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PSA 및 PSA 웅용 프로그햄 개발을 위한 PSA Workstation 개발 및 PSA

웅용 방법론 개발이다. 이번 년도에셔는 PSA Workstation 개발에셔 PSA 쟁량화를 위한

분석 방법론에 대한 연구 몇 전산 쿄드 개선을 수행하였으며 PSA 모웰링 도구 개선으로

Windows 용 Fault treξ 빼itor 와 event tree editor 의 시험판을 개발하였다. 또한 R&R

국제공동연구에셔지금의 PSA웅용 연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PSA 쟁량화 방법

개션을 위한 연구룰 수행하였으며， EOOS 률 이용한 영광 3 ，4호기용 prototype risk monitor

를구축하였다.

다읍 년도에셔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활 예쟁이다. 하나는 PSA workstation

개발이며 다론하나는 PSA 웅용방법론개발이다

PSA workstation 개발에셔는 2절의 개발방안에셔 셜명된 바와 같이 모든 PSA 모댈 및 계산

과쟁을 데이타베이스화하고 PSA 정량화 계산을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년도에셔 PSA 정량화 계산의 자동화에 대한 기초는 마련되었으며 PSA 모탤링 도구의

초안이 완생되었다. 앞으로는 자동화 및 PSA 모탤령 도구률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하며，

PSA 모델과 청량화 절차를 데이타베이스화 하고 판려하는 project manager 의 개발을

시작할 것이다. 이중 PSA 모텔렴 및 데이타베이스화에 대한 방안은 부록 5-F 에 상세히

주어져있다.

PSA 웅용 방법론 개발은 다sk monitor, risk-based operation 과 관련펀 연구를 중정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R&R국쩨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방안을 확립할 것이며，R&R

의 EOOS 를 국내 원전을 대장으로 시험하여 E∞S 더sk monitor 의 적합생과 한계생을

파악하여 risk monitor 용 PSA 방법론에 대한 연구룰 수행하여 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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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 엽무는 크게 다음과 같다.

• PSA Workstation 개발

• 최소단절군계산방법론개션

• μ휠때lloop 를 가진 고장수목 분석 전산쿄드 개발

• Windows 용 Fault Tree Editor. Event Tree Editor 개선

• Pr，이ect Manager, Event Data Manager, Generic DataM때ager， P&ID Editor 개발

• PSA 웅용방법론개발

• R&R과연계하여 국제적인동향파악

• R&R 의 EOOS 를 이용한 국내 원전의 risk monitor 시험

• 밍sk~뼈sed opera디on， regula잉on 에 대한 PSA웅용 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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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A 중간케이트 분2.1 겨I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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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뀔 핏훨



부록 5-A. 중간 케이트 분리 계산방법

1. 깨요

하나의 고장수목을 검토하면셔 중간게이트를분리하는방법에 따라계산시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고장수목은 절삭값 (cutoff) 을 1.0e-8 로 하였을

경우， KIRAP 으로는 계산이 수행되지 않으며， 외국 EPRJJSA1C의 CAFTA 의 경우에도

엄청난 계산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고창수목의 경우 중간 게야트를 분리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시간에큰 차이를 나타내므로이 방볍을 시험하였다.

이 고장수목을 보면 약 3430 개의 게이트 약 5000 - 6000 개의 기본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검토에셔는 편의장 이를 ZONE 고장수목이라부론다.

2. 방법론 점검

기존의 KIRAP-CUT 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식틀을 분리 계산한다. 위의

고장수목을 풀기 위해 KIRAP-CUT을 세가지 방법으로 수쟁하여 이를 각각 case A, Case

B, CaseC 라고 하였다. 각 Case 에셔의 차이점은 아래 셜명되어 있다. 기폰의 KIRAP-CUT

은 CaseO 라고 하겠다.

• CaseO

o 하나의 AND 게이트 및에 2 개 이상의 mulbt 를 가진 OR 게이트가 3개 이상

있을경우아틀을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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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나의 OR 게이트 및에 3개 이상의 mulbt 를 가진 AND 게어트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이툴을 분리. 바로 muIbt 아래에 있는 AND 게이표에 대해서만

점검 .

• CaseA

o 일반 mulbt 에 대해셔는 하나의 AND 게이트 및에 2 개 이상의 mulbt 를 가진

OR게이트가3개 이상 었을 경우 이들을 분리

o Top event에 대해셔는 하나의 AND 게이트 및에 2 개 이상의 mulbt 를 가진

OR 게이트가 2개 이강 있을 경우 이틀을 분리 (Case 0 와의 차이점)

o 하나의 OR 게이트 및에 3개 이상의 mulbt 를 가진 AND 게이트가 2개 이상

있을 겸우 이들을 분리. 바로 mulbt 아래얘 있는 AND 게이트에 대해서만

점검 .

• CaseB

o 일반 muIbt 에 대해셔는 하나의 AND 게이트 몇에 2 개 이상의 mulbt 를 가진

OR 게이트가 3개 이상있을 경우 이들을분리. mulbt 구조 전체에 대해 점검.

o Top event에 대해서는 하나의 AND 게이트 및에 2 개 이상의 mulbt 를 가진

OR 게이트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이틀을 분리. mu1bt 구조 전체에 대해 점검.

o 일반 mulbt 에 대해셔는 하나의 OR 게이트 및에 3개 이장의 mu1bt 를 가진

AND 게이트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이율을 분리. 바로 mu1bt 아래에 있는

AND 게이트에 대혜셔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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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op event에 대해셔도 하나의 OR 게아트 및에 2개 이상의 mulbt 를 가진

AND 게이트가 3개 이장 있을 경우 이틀을 분리. mulbt 구조 전체에 대해

점검. (Ca양 A 와의 차이}

• case C

o 분리 방법은 CaseB 와같용.

0 분리되는 각게이트에 대해 기본사건들을 곱해준다. 이 내용은 뒤에 자세히

셜명한다

여기셔 muIbt 라는 용어에 대해 셜명한다. KIRAP-CUT은 기본적으로 모든 m띠디pIe

따urrence 게아트를 검사한다. 이틀 multiple occurrence 게이트를 빼뻐t 랴부르며， 각

mulbt 에 대해 뒤에 나타나는 것부터 최소단절군을 구해나간다.

분리게이트라 합은 m띠bt 내에 포함된 sin밍e occurrence 게이트들을 분리하여 계산을

수행한다는 컷을 뜻한다.

먼저 CaseO 로 l.Oe‘ 6 의 정삭값으로 고장수목을 풀었다. 계산시간은 약 1040 초가 결렸고

이중 약 220 초는 식을 얽고 재생생하는데 소요되었다. Case 0 에서는 한 게이트 밑에 2개

이상의 mulbt 를 가진 OR가 3 개 이상 있을 경우만이들을분리하여 계산하였다.

case A 에셔는 쟁점，)，상의 경우는 2 개 이상의 mulbt 를 가진 OR 가 2개 이상 있을 경우애

이틀을 분리하도록 수정하였다. 이 경우 절삭값 1.0e-6 으로 계산시간은 620 초가

소요되었다.

이 차이가 나타내는 것은 고장수목의 크기자 매우 큰 경우에는 이를 가능한 한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을 나타낸다. 이 이유는 다읍과같이 셜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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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 pI • p2 와 같은 식이 었으며. pI 벚 p2 가매우 큰 OR 게이트라하자.

• 이 경우 t 를 한번에 전개하여 최소화하는 것보다는 pI , p2 를 따로 풀고 다음 t 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 할수가 있다.

• 예로서 pI , p2 가 전개되면 10000 개의 cut set 이 생기고， 최소화후 100 개의

minimal cut set 이 나온다고 가정하자.

t 를 직접 풀변 1.0e+8 개의 항이 생성되어 최소화후 10000 개 마만의 minimal cut

set 이 생성될 것이다. 따라셔 1.0e+8 개의 항을 전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1.0e+8 개의 항을 버교하여 최소화하는 시간은 매우 많이 결렬 것이다.
， ι

‘ • pi 맺 p2 를 먼저 풀면 각기 10000 개의 항이 전개되어 최소화 후 100 개의 항이

생성된다. 그 후 t 에셔는 10000 개의 항이 전개되어 최소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t 를 직접 풀 경우의 1.0e+8 개를 전개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수와

버교하면 계산시간에 큰 차이가나는 원인을 알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분리 계산이 유려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리 계산의 경우에 많은

계산시간이 결리논경우도 었다. 이 이유는다음과같다.

• t = pI ~ p2 와 칼은 식이 었다.

• pI 및 p2 는 각기 1000 개의 항이 전개되고 최소화후도 1000 개의 항이 남는다고

가정한다. 이 항틀의 확률은 모두 갤삭값보다 크다고 가쟁한다.

• 이 경우 pl. p2 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 t 를 직접 계산활경우 1 ，000，000 항이 생생되나 90%가 철삭값에 의해 삭제된다고

가정한다. (두항이 곱해지므로 철삭값에 의해 삭제되는 항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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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과 같은 경우 분리 계산시에는 적어도 분리계산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계산셔간이 더욱 소요될 것이다.

따라셔 분리계산이 유리한 경우와 그행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한 경우에 시험계산을

수행해본 결과， 하나의 AND 게이트 및에 2 개 이장의 mulbt 를 가진 OR게이트가 3개 이상

있을 경우 어들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Case A 로 절삭값 1.Oe-7, 1.Oe-8 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다1. 0e-7 의 경우

계산시간은 1477 초가 결렸다. 1.0e-8 의 경우는 계산시 분리계산된 식의 크기가 너무 커

too many btree error로 계산이 중단되 었다.

여기서 계산이 중단된 분리 게이트를 찾아서 이 게이트를 임의로 분리하여 계잔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계산시간은 약 4400 초가 소요되었다.

이 원인을 찾아보면 다읍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분리되기 전의 게이트

o g = a • (b • (pI + p2) + c • (p3 + p4»

。 여기서 a, b, c 는 기본사건이며， pI , p2, p3 , p4 는 분리 게이트를 나타낸다.

0 여기서 pI , p2, p3, p4 등은 분리 게이트이며 이들의 크기가 너무 커셔 g 에

대입할수가없다.

• 임의로분리한방식

o g=pI ’ +p2 ’

o pI ’ = a • b • (pI + p2)

o' p2 ’ =a • c * (p3 + p4)

-295-



case B 에셔는 이와 같은 경우 대처하기 위하여 top level 이 아니더라도 AND 게이트

아래의 OR 게이트들을 찾아셔 이를 분리하는 방법을 시험하였다. 이 경우 계산시간은

13.330 초 쟁도가 소요되었다.

Case B 의 경우 게이트는 다읍과 같이 분리되었으며 앞에셔 암의로 분리한 경우보다

계산시칸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 식틀을 비교하여 계산시칸이 많이 소요된 원언을 찾을

수있었다.

• 분리되기전의 게이트

o g=a'" φ '" (p I '" p2 + p3 '" p4) + c '" (p5 ... p6 + p7 '" p8»

o 여기셔 a, b, c 는 기본사건이며， pI ， p2,.. ‘ 등은 분려 게이트를 나타낸다.

• case B 에셔 분리된 방식

o g=a"' (b'" φI '" p2 + p3 • p4) + c· (p5 ... p6 + p7 '" p8»

o pI ’ =pl'" p2

o p2 ’ = p3 • p4

o p3 ’= p5 '" p6

o p4’ = p7· p8

o g = a • (b • (p I ’ +p2 ’) + c'" (p3 ’ +p4’»

Case B 의 경우 쳐l산시간이 pI ’, p2 ’ 등을 계산하는데 많이 소요되었다. 4.1a 에셔 임의로

분리한 방식과 버교하여보면 pI ’, p2 ’ 둥이 a, b, c등 기본사건이 곱해지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즉 4.la 에셔 임의로 분리한경우는 식이 a'" b ... pl ... 등으로 되어 있으며， case B

에셔는 식이 pI • ... 으로 a '" b • 가 곱해지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KIRAP 에셔는

전개하면셔 곱해진 항틀의 값이 갤삭값보다 적으면 이를 삭제한다. 예로셔 a·b·d 의

값이 철삭값보다적으면 이를 삭제하며 a"'b*d"' ... 과 같온 경우는 그 뒤에 곱해지는

항을 더 이상 천개하지 않고 모두 삭제원다. 따라셔 a'" b '" pI '" ... 을 전개합때가 pI '" ...

을 전개할때보다절삭값에 의해 많은항이 삭제될 가능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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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이 case A에셔 임의로 분리한 경우와 case B에셔의 계산시간이 크게 차이난

이유이다. 다른 고장수목으로 몇가지 시험을 하여본 결과 Case B와 같은 방식이

계산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으나 많은 경우 계산시간을 크게 놀렬 가능생이 았다.

case C 에셔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ase B와 같은 방식으로 식을

분리활 때 분리된 식에 곱해질 수 있는 모든 기본사건틀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샤혐하였다. 이 방법의 기본개념은다음과같다.

• Case C 에셔 분리된 방식

o g=a· φ • (pI • p2 + p3 • p4) + c • (pS ... p6 + p7 • p8»

o pI ’ = a· b· pI • p2

o p2 ’ =a· b· p3'" p4

o p3 ’ =a·c·pS· p6

o p4’ = a· c· p7· p8

o g=a· φ '" (pI ’ +p2 ’) + c '" (p3 ’ +p4’»

여기셔 가능하면 g = pI ’ + p2 ’ + p3 ’ +p4’ 으로 하는 컷이 바람직하나 이와 같은

프로그햄이어려워 위와같은방식으로처리하였으며 모두 같은 결과를 얻는다:， Case C 의

방식은 pI ’ 동을 계산할 때 절삭값에 의해 많은 항이 삭제되도록 하여 계산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즉 일부 분리된 게이트에 대해셔는 갤삭값을 높이는 효과가 었다.

이 방법은 갤삭값에 익해 항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는 계산시간을 오히려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셔 추후 사용시 추의하여야 한다.

다음 표는 위의 고창수목에 대한 해를 구하면셔 수행한 모탤 변경 및 계산시간， 그리고 각

모텔의 특정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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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P cutoff 계산시간 비고

Case

CaseO 1.0e-6 1040 sec AND 게이 E 및에 mu1bt 를 2개이상 가진 OR
게이E가 3개 이장 있을 경우 이틀을 분리 계산.

mulbt 전체에 대해셔 점검.

OR 게이 E 몇에 3개 이상의 mu1bt 를 가진 AND
게이든가 2개 이셔장만있을 경우 이들을 분리.
mulbt 자체에 대해 점검.

CaseA 1.0e-6 620 않g T게op。 ε:vent 에 대해셔는 mu1bt 률 2개이상자진 OR

(r35 ‘ g184, e40,
IE가 2개 어장 있을 경우 이들을 분리 계산.

mu1bt 전체에 대해셔 점검.
a240)

CaseA l.Oe-7 1477 sec

(eI20, a942)

CaseA l.Oe-8 계산불능 분리 재이트들의 크기가 너무 커 memory 에 올렬
수없었음

CaseA 1.0e-8 4400 sec 계산이 중단된 게이E를 임의로 분리 계산

(e700, a3500)

CaseB 10e-8 13300 않C Top event에 대해셔는 하나의 OR 게이 E 벚에

0) ‘ κ (e9672, a3075)
3개 이상의 mulbt 롤 가진 AND 게이트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이들을 분리. mu1bt 구조 전체에
대해점검.

‘.

CaseC l.Oe-8 1443 sec 분리된 게이 E 에 곱해질 기본사건툴을 미리

(e323 , a691)
곱하여계산

Case'C 1.0e-9 4476 sec

(eI815, 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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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Venion 4.2 변정 사항

가. KIRAP-CUT모멜 변경

이상과 같은 모멜 개발 벚 계산에 근거하여 KIRAP-CUT Version 4.2 에셔 이롤 을

보완하였다. Version 4.2 에셔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Genprg 명령어에 사용되는 NOSHANNON option 에 대해 설명한다.

Option 내용

NOSHANNON Simpl퍼edS뼈nnon Decomposition을 수행하지 않융. (IS없nnon = FALSE)

,Default 는 수행

NOSHANNON option 은 Simple Shannon Decomposition 의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 진

option 이다 Simple Shannon Decomposition 을 사용하면 genprg 시 기본 시간은 많이

소요되나 고장수목의 논리를 단훈화시켜 전체적인 계산시간을 풀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option' 을 사용하여 Simple Shannon Decomposition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필요하져 않다. 위의 option 이 추어지지 않온 경우에는 Simple Shannon

d없mposition 은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다읍은 Genprg 명령어에 사용되는 SPLIT option 에 대해 설명한다. 이 option 이 version

4.2 의 주요한내용이 된다. 각 SPLIT option 사용시 KIRAP-CU1‘ 내에셔 수행하는 방법은

아래의 표에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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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Top 게이 E 일반게이E

nORsp1it nANDsp1it nO앓pHt nANDsplit IAddrnul

0 3 detail 2 top 3 detail 2 top False

1 (default) 3 detail 2 top 3 detail 2 top True

2 2 detail 2 detail 3 detail 2 detail True

3 2 detail 2 detail 2 detail 2 detail True

Version 4.1 3 detail 2 top 3 detail 2 top False

참고

• 분리대상게이트 : 각 식에셔 m 개의 mulbt 를 가진 게이트는 먼저 분리 계산활

대상에 속한다. 이틀을 묘두 분리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조건을

만족하여야 이틀을 분리 계산한다.

분리게이트 : 분리대상게이트중 조건을 만촉하여 분리계산이 수행휠 재이트는

분리게아트라부른다.

• nORsplit: AND 게이트 및에 분리대상게이트들을 찾논다. 이 경우 분리대상

게이트틀을모두OR 게이트가된다. 이러한게야트가nORspHt 갯수만큼 있어야

분리대상게이트를분리게이트로 전쟁한다.

• nANDsplit: OR게이트 빛에 분랴대상게이트를찾는다. nORsplit와 유사하다.

• detail I top : 분리대상게이트를 찾을 때 mulbt 자체에 바로 연결된 게이트에

대해셔만수행하면 top 이며， mulbt 의 모든 부게이트에 대해셔도 수행하면 detail

이된다‘

• IAddmul: 분리된 게이트에곱해질 기본사건들을미리 곱하는 방법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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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게이트 : 고장수목의 Top Event. Top 게이트 및 엘반 게이트를 분리하는

이유는 Risk Monitor 용으로 포든 사건수목 몇 고장수목을 합칠 때， Top 게이트의

크기가 매우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매우 콘 Top 게이트의 겸우 이를 더

많은 분리게이트로분리하여 계산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분을 두었다

• 일반게이트 : TopEvent가 아닌 mulbt 들

여기셔 보면 nORsplit 의 경우만 SPLIT option 때 따라 변하며， nANDsplit 는 항상 2 이다.

OR 게이트 분리의 경우는 nORsplit 는 항상 detail 이며 AND 게이트의 경우는 SPLIT • 0, 1

의 경우만 top 이 된다.

“분리 게이트에 추후 곱해질 기본사건들을 머리 곱합” 은 GENPRG 에셔 PROBA • cutoff

option 이 주어지고 cutoff 값이 0 보다클 경우에만 수행된다. Cutoff 값이 o·이면 이 방법은

수행되지않는다.

위의 op디on 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defa띠t 는 SPLIT· 1에 따라수행된다.

SPLIT· Oop디on 을 사용하면 기존의 version 4.1과 유사한 방법야 된다. SPLIT • 2 option 를

사용하면 case C 와 유사한 방법이 된다. SPLIT • 3 은 고장수목이 매우 커셔 계산이

안되는 경우에 시도하‘ 볼 수 있는 option 이다.

Gεnprg 명령어에셔 일반사용자가모르고었는 option 이 었다. 이 option 은

Fll.,E • “ fil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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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이 option 을 사용하면 KIRAP 의 Genprg 에 의해 쟁생되는 u똥r progr빠l 을 file.gen

이라는 file 에 저장한다. 계산시찬이 많이 소요될 경우 이 option 율 Lεvel (3) 명령어와

같이 사용하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option 이 사용되면 reduce 명령어에셔 소요된 계산시간과 전개되는 항들에 대한

정보가 “ file.gen" 이륨에셔 extension 이 .SUM으로 변경된 file 에 기록된다.

Version 4.2 에서는 Genprg 명령어에 예전에 사용되던 E갚CUTE 라는 option 이

각제되었다. 이 option 은 Version 3.0 초기까지 사용되었으나 그 후에는 Genprg 명령어가

항상 자동적으로 수행되도록 수정되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option 이다. 대신 개발자가

Genprg 에 의해 생생되는 식을 검토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NOEXECUTE 하는 option 이

추가되었다. 이 option 을 이용하면Genprg 에셔 A갱생한 user progr따1 이 수행되지 않는다.

냐. 시험계산

수정된 KIRAP-Clπ version 4.2 로 ZONE 고장수목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다.

cutoffvalue option run time result

l.Oe-7 SPLIT· 2 647 sec 2.45e-S

(e 67, a2 13) 40 cut sets

I ‘Qe-8
j

SPLIT· J 2562 sec 3.698e-5

(e8S0, a1308) 604 cut sets

l.Oe-8 SPLIT· 2 1436 sec “

(e311, a712)

l.Oe-8 SPLIT· 3 1439 sec “

(e315, a694)

1.0e-9 SPLIT· 2 4532 sec 5.053e-5

(e1824, a2066) 5956 cut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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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계산 결과에셔 cutoff 값이 1.0e-8 일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SPLIT • 1 의 경우 2744

초 SPLIT· 2 의 경우 1436 초， SPLIT· 3 의 경우는 1439 초가 소요되었다. SPLIT· 2 몇

SPLIT· 3 의 경우는 계산시간이 유사하다.

이 것은 Top 게이트외의 게이트흘 더 많이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은 이 고장수목의 경우 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풋한다. 반면 SPLIT • 1 및 SPLIT • 2 의 경우는 2배 가까이

계산시간와 차이를 보인다. 두 option 의 차이는 Top 게이트에 대해 SPLIT. 2 의 경우 더

많은 분리룰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예측되는 것은 예제와 같이 고장수꼭이 큰

유리할mulbt 를 많온 게이드로 분리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ZONE 고장수목의 경우는 Top 게야트는 매우 커 상세한 분리계산이

경우에는 가능한한

컷으로 판단된다.

필요하며 다른 mulbt 들은 상세한분리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CAFfA 와의 버교에 사용된 “ YGN 3 & 4 PSA model for Eα)S with p(ZGTRN) = 1.0" 에

이결과는

이 고장수목은 1396 개의 게이트와 1119개의 기본사건을 가지고

있다. 절삭값은 1.0e-1O 을 사용하고 여러가지 option 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대해 사험을 하였다

다용과같다.

방법 계산시간

Version 4.2, SPLIT· loption 527 sec

Version 4.2,' SPLIT· 2 option 568 sec

VersIOn 4 2, SPLIT· 3 option 609 seι

‘
Version 4.1 579 sec

이 결과를 보면 이 경우에는 어느 option 을 사용하나 기존의 version 4.1 과 계산시간에 큰

차이가 없읍을 알 수 있다. SPLIT • 2 및 SPLIT • 3 의 경우에 SPLIT • 1 의 경우보다

-303-



계산시간이 더욱 많이 걸리는데 그 이유는 더‘상세한 분리계산이e 도융이 되지 않논다는

켓을의며한다.

SPLIT • 1 의 경우 Version 4.1 과의 버교하여 보면 계산시간이 약간 줄었음을 얄 수 있다.

두 방법의 차이는 “분리 께이트에 추후 곱해질 기본사건들을 미리 곱함” 으로 인해

대부분의 분리게이트에 초기사건께 해당하는 기본사건이 같이 곱해진다는 컷이다. 따라셔

이와 같이 사건수목 모댈에 해당하는 고장수목의 경우 Veπion-4.2 의 개선사항이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뜻한다.

SPLIT· 2와 같이 분리게이트를 쟁생하고 “분리 게이트에 추후 곱해질 기본사건틀을 미리

곱함”을 수행하지 않을경우에는 계산시간이 약 800 초 정도가소요된다. 이 경우를 보면

너무 많은 분랴 게이트를 생생하는 것은 오히려 계산시간이 더욱 많이 결린다는 것을 알

수었다.

다음은 윌생 2PSA 의 feedwater 고장수목을 수정한 것으로 1961 개의 게이트 몇 2554 개의

기본사건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l.Oe-9 의 절삭값을

사용하였다.

방법 계산시간

Version 4 2, SPLIT *0 option 294 sec

VersIon 4.2, SPLIT * 1 option 287 sec

Version 4.2, SPLIT *2 option 489 sec

Version 4.1 .. 299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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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 0 option 을 사용하였을 경우 Veπion 4.1 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SPLIT * 1 의

경우는 약간빠르게 계산이 되었다. SPLIT· 2 의 경우에는 오히려 version 4.1 보다더 많은

계산시칸아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판단하면 일반 고장수목의 경우에 Version 4.2 의 개선사항중 “분리

게이트에 추후곱해질 기본사건틀을미리 곱함”은큰효과가없다는것을 알수 었다.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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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컬론

Version 4.2 에셔 개선된 사항은 일반적인 고강수목에셔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YGN 3 & 4 PSA m여el for EOOS with p(ZGπN) = 1.0" 고장수목의 예에셔도 보듯이

Version 4.1 에 비해 계산시간상에 있어 미미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윌생 2 PSA 의

f빼water 고장수목을 수정한 예에서는 SPLIT • 2 option 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오히려

Version 4.1 에 비해 계산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여거에셔 주의할 점은 Version 4.2 에셔는 고장수목을 적게 분리하여도 명몇 분리

게이트에 추후 곱해질 기본사건이 미리 곱하여져 계산이 수행되므로 계산시간이 크게

증가할〈몇 배씩)가능생이 적다는것이다.

ZONE 고장수목과같이 몇몇 특수한 경우 (사건수목을 고장수목으로 변환한 경우와 같이

고장수목이 크고 많은 분리 게이트에 초기사건이 곱해징 수 있는 경우) Version 4.2 의

개선내용이 콘 효과를 나타낼 가능생이 었다. ZONE 고장수목에셔눈 분리 게이트에 추후

곱해질 기본사건이 마리 곱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계산시간을 10배정도까지도 단축할

수있었다.

분리게이트에 기본사건을 곱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일부 분리게이트에 대해 절삭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따라셔 곱해질 기본사건의 확률이 적으변 적을수록 효과가 있으며

기본사건의 확률이 l에 가까우면 효과가 없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고장수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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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Version 4.2 에셔의 개선사항인 분리게이트에 기본사건을 곱하는 것은

효과가별로없다.

o SPLIT * 0 또는 SPLIT • 1 option을 사용한다.

• 사건수목에 해당하는 고장수목의 경우

o Version 4.2 에서의 개선사항인 분리게이트에 기본사건을 곱하는 것이 큰

효과를볼가능생이크다

o 특히 초기사건의 빈도가 I보다 상당히 객을 경우는 큰 효과를 나타낸다.

o SPLIT· 1또는 SPLIT· 2룰 사용한다.

또한 절삭값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울 수행하는 경우 Version 4.2 와 개선내용은 오히려

계산시간만 늘리는 역할을 한다. 따라셔 절삭값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 내용이

수행되지 않도록 (1AddM띠 =F와，SE)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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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8 초|소탄절군최소화방법

一3(}9-



뚫뀔 핏훨



부록 5.iB. 최소단절군 최소화 방법

1. 최소단절군 최소화 기본 방법

본문 5장 에서 셜명된 바와 같이 n 개의 항이 주어졌을 때 최소단절군을 구해기 위해셔는

(n2 I 2) 번의 비교가 필요하다. 비교시 계산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최소단정군 생생기의

주요한 issue 이다.

기본적으로 전개된 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두 항씩을 버교하여 두 항중 한 항이 다른

항에 흡수필 수 었으면 이 항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것은 Boo빼 Alg廠 의 Absorption

role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 이다.

즉 X+XY=X 가되는규칙을이용하는것이다.

고장수복을 전개하고 이를 최소화합 시에 이를 프로그햄 내에셔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있을 수 있다. KIRAP-CUT에셔는 각사건은 index 화하여 integer로 처리하며，

각 함은 integer 없ray 에다 저장한다. 따라셔 여러개의 항이 있으므로 이를 아래

그림에셔와같이 two dimensional array‘에 저장한다.

--‘‘

「
j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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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셔 다읍과 같이 4개의 기본사건으로 이루어진 3 개의 항올 고려하차.

• 3개의 항: AC, ABC. BD

• 사건 이륨A， B‘ C， D 를 index 화여 A 는 I, B 는 2， C 는 3， D 는 4로 변환한다.

• 하ray 에 저장되는형태

,‘
,‘
1J

3

l 2 3

2 4

이와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각함을 저장하는 경우 두 개의 함을 버쿄하려면 각항에 있는

모든 element 를 버교하여야한다. 와의 예에셔 1번과 2번 항을 비교해보자. (1, 3) 과 (1,

2.3) 을 비교하여 (1, 2, 3)항이 (1, 3)함에 의해 삭제펼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계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다읍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각항에 저장되는 element를 index 순으로 sort 하여 저장한다.

o Index순으로 sort 함으로셔 두 항을 버교할 때 비교 횟수를 출얼 수 있다.

• 모든 항이 생생된 후 각항틀을 비교하기 전에 각항틀을 element 수의 순으로 sort

한다.

o 다읍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보자. 만일 한개의 element 로 이루어진 함 Y

에 의해 2개의 element 로 이루어진 함 X 및 Z 이 삭제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Sort 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셔와 같이 비쿄를

수행한다. 그럼에서 X (2) 는 X 항은 2개의 element 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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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이루어졌다.

여기셔는 최소단갤군을 계산하기 위해， 8 번의 비교까

X (2) I (X , a), (X, Z), (X, Y) 순으로 비쿄.X 삭제됨.

a (2) I (a, Z), (a, Y), (a, b) 순으로 비교

Z (2) I (Z.Y) 버교.Z 삭제됩

Y (1) I α， b) 버교

b (3)

o Sort 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읍과 같은 순으로 비교한다. 여기셔는

최소단갤군을 계산하기 위해 5 번의 버교가 이루어졌다.

Y (1) I (Y , a), (Y, a), (Y, Z), (Y, b) 순으로 버쿄.Z 와X 삭제됨.

a (2) I (3, b) 비교

Z (2) I Z 삭쩨되어 비교 필요 없읍.

X (2) I X 삭제되어 버쿄 필요 없읍.

b (3)

。 각항을 포함된 element 수의 순으로 sort 하면 위의 예에셔와 같이 비교 수를

줄일 수 있는 가능생이 커진다. 이는 항상 element 수가 적은 항에 의해

element 수가 많은 항이 삭제되지 때문이다. 가능한 한 삭제될 함들을 먼저

삭제함으로셔 버교 횟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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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inary Reduction 기법

Bin없y reduction 기법은 최소화시 비교 횟수를 줄아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본 연구소에셔

KIRAP 을 위하여 개발된 방법이다.

예로서 어떠한 식 T 가 a* Ea +b*Eb 로 분라된다고 하자. 이중 Ea 는 b 를 포함하지

않으며.Eb 는 a 를 포함하지 않는다. Ea, Eb 는 각각 1000 개의 항을 포함한다고 하자. 이

경우 식 T 는 2000 개의 항을 가진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n2 12 =20002 12 =2 X 106
) 번의

버교가펼요하다.

Ea 빛 Eb 를 각각 최소화시키기 위해셔는 10002 1 2 = 5 X 105 번의 비교가 펼요하다.

여기셔 식 T=a*Ea+b* Eb와같이 분리활수 있다변 Ea는 b 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b

*Eb 에 포함된 함에 의해 최소화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Eb 도 a *Ea 에 의해 확소화되지

않는다， 따라셔 T 는 Ea.Eb 를따로최소화한후 a*Ea+b* Eb로합치면될것이다. 이

경우 최소화에 필요한 비교 횟수는 2 x 5 x lOs = 1 X 106 번으로셔 T 를 직접 최소화할 때

필요한 비교회수의 1/2 이 된다.

이 개념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나타난다. Binary reduction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은다음과같다

• T=a*Ea+Eb 로분리 여기서 Eb는사건 a를포함하지 않는다.

• Ea 최소화

• Eb최소화

• 많에의한Ea 최소화

• 많는 a *Ea에 의해 최소화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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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첫번째방법

다읍은 위의 방법을 일반화한 Binary-reduαion 방법이다. 여기셔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한다.

• T <- reduce (T) : 식 T 를 최소화하는 행위

• T <- bi-reduce (T, S) : 식 T를 s 로 최소화하는 행위

• T->a"'Ea+ Eb: 식 T 를 a를 포함한 식과 그랭지 않은 식으로 분리하는 행위임.

Eb 는 a를 포함하는항이 없어야함.

• a <- find en :식 T 에셔 나타나는 element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보통 가장

많이 나타나는 element 를 선택한다)

, " “

• element (T) : 식 T 가 하나의 element 로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한다.

• T<-a* Ea+Eb: 식 T 를 (a'" Ea + Eb) 로 구생한다. ’ r

• T <- simple-bi-reduce (T, S) : bi-reduce (T, S) 와 같으나 T 는 하나의 element 로

이루어진 경우임. S (T = omega) = omega 인 경우(즉， S.= T.+ St 와같이 T7t S 의

mimmal cut set 인 경우에 해당함)T 는 phi 가띔. 아녀면 T 는 그냥T 가띔.

• T <- T (S = phi) : bi-reduce π， S) 와 칼으나 S 가 하나의 element 로 이루어진

경우임. 이 경우 T = S'" Ts + Tt로 구분된다고할때 S'" Ts 는 삭제됨. 따라셔

T(S = phi) 로 처리하면 됩.

• single π) : 삭 T 에 포함된 모든 element 들의 ace따rence 가 1 인 경우， 식 T

자체로는 최소화된 식임 . 또는 find (T) 에셔 m없imum occurrence event 를 찾고 이

event 의 @따rence 가 1인지를 점검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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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빼uce (η 의 방법은 다용과같이 이루어진다.

• reduce (T)
if sin밍g π) then return T

else continue

a <- find σ)

T->a*Ea+Eb

Ea <- reduce (Ea)

Eb <- reduce (Eb)

ifEb !== phi then

Ea <- bi-reduce (Ea, Eb)

T<-a*Ea+Eb

이중 hi-reduce (T, S) 의 방법은 다읍과 같다.

• hi-reduce (T, S)

ifelement π) then

T <- simple-bi-reduce (T, S)

return T

else if element (S) then

T <- T (S = phi)

return T

else continue

b <- find (S)

T->b· Th+ Tx

S -> b· Sb + Sx

if (Sb !=phi) then

lb <- bi-reduce (lb, Sb)

if (Sb != phi) then

lb <- bi-reduce (lb, Sx)

if (Sx != phi)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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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 bi-reduce (Tx, Sx)

T <- b * Th + Tx

return T

bi-reduce (T, S) 에셔 bi-reduce 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T 와 s 의 공통 element가 없는 경우

있으면 공통 element 로부터 pivot 을 찾융

나. 두번째방법

위의 방법을 다음과같이 변화시켜 사용할수 었다. 대략적인 개념은 다음과같다.

I벼uce (T) 의 방법 은 다음과 같다.

• reduce π)

if single (T) then return T

else∞nlinue

a <- find π)

T->a* Ea+Eb

ifEb !=phi then

Ea, Eb <- bi-reduce (Ea, Eb)

T<-a*Ea+ Eb

이중 bi-reduce (T, S) 의 방법 은 다음과 같다.

• bi-reduce (T, S)

ifelement π) then

T <- simple-bi-reduce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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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T

else if element (8) then

T <- T (5 =phi)

return T

else continue

b <- find (8)

T->b· lb+Tx

5 -> b 1(1 Sb + Sx

if (Sb != phi) then

Tb <- bi-reduce (lb, 5b)

if(5b != phi) then

Th <- bi-reduce (τb， Sx)

if (5x != phi) then

Tx <- bi-reduce π'x， 5x) ’

bi-reduce (lb, Tx)

bi-reduce (Sb, Sx)

S <- b· Sb + Tx

T<-b 1(1 Th+ Tx

return T, 8

3. 고장수목으로부터 직접 최소단철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주어진 BooI않n 식 으로부터 최소단절군을 구하는 것올 식의 최소화라고 한다. Binary

reduction 방법은 주어진 식을 최소화하는한방법으로셔 다융과같은 특정이 있다.

만일 간단하게 식 T 를 a lit Ea 와 Eb 로 분리하는 방법 이 존재한다면 이 방법은 쉽게

적용될 수가 있다. 그행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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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의 특정은 다읍과 같다.

• Fault tree logic 에서 바로 최소화 가능

• 결과는 fa띠t tree 형태로 남융

• Complement event 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용될 수 없을 수도 있읍.

• 절삭값과 판계 없이 최소단절군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융. 이 경우 최종적인

최소단절군를 보기위해셔눈 결과를 전개하면셔 철삭값보다 적은확률을 가져는

항용 삭제하면됨.

여기셔는 binary r빼U뎌ion 방볍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애셔

고장수목 자체를 binary reduction 방법을 이용하여 최소화하는 방법을 발견하져는

못하였으나 추후 연구를 위하여 연구된 내용을 기술하도록 한다.

가. 식의 분리

식을 분리하는 컷은 매우 중요하다. 식의 분리는 다읍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T=a" Ta+Tx

여기셔 Tx 는 a 를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감어 고장수목이나 Bool않n 삭을 분리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딴 binary reduction 방법은 매우 효율적으로 최소단절군을 계산할 수

었다.

여 기셔는 Shannon Decomposition 방법에 의해 B∞l않n 식이 분리뭘 수 있는지를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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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hannon Decomposition

Shannon decomposition 이라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같다.

T = r· T (r = omega) + Ir • T (r = phi)

Shannon ‘d뼈mposition 식은 다음과

여기셔 Ir • T (r = ，φ) 라는 항이 나온다. 만일 이 항이 모든 경우 phi 가 된다면

바람직하지만사설은그렇지 않다.

또는 만일 complement event가 없을 경우

T = r .. T (r = omega) + T (r = phi)

와같야 변한다면 아주 바람직하지만 이 것도 되지를 않는다.

예를틀어보자.

T=a*b+a·c+d*e

T (a = omega) = b + c + d • e

T (a = phi) = d • e

T=a·~+c+d*~+~·~·~

과같이 된다. 여기셔 a • d .. e + la • d .. e 라는 방식으로 최소화되어야 할 항들이

발생한다. 물론 a .. d .. e + la .. d .. ‘e=d·e 가된다. (xy +/xy =y 임.)

a 가 pivot 으로 전갱되었융 경우에 a 를 포함하지 않는 항틀은

Tx <- T (a = o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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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캅이 하여 협게 구활 수 있다. 그러나 T (r ::: omega) 에 의해 a 만 포함하는 함들이

구생되지를 않으므로(위의 예에셔처렴 다른항블을 포함함)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다. 주어 진 Pivot 만을 포함하는 식을 구하는방법 ·

주어진Pivot 만을 포함하는함을 찾기 위해셔 제얼 간단하게는 식 T 룰 전개하여 이로부터

구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식을 전개하고 처리 하는떼 필요한 overhead 가 상당허

크다. 고장수목으로부터 바로 구하는 방안이 있는지룰 검토한다.

(1) 고장수목의 논리룰 수정하는 방안

고장수복으로부터 직접 처리하논 방법을 생각해 보자. 다읍과 같은 예제를 고려해보자.

T = (a + r b) (c + r d)

T-> rφc + b d + b c) + a c

T (r = omega) = (a + b) (c + d)

T (r =phi) =a • c

여기셔 φ c + b d + b c) 라는 항을 T로부터 만틀어내야 하나， 직관적으로 볼때 단순히

고장수목 구조률 수정하여셔는 불가능할 것으로 느껴진다. 몇가지 방안을 궁리하여

보아도 고장수목의 논리를 수갱하여 이를 구하는 방법온떠오르지 않는다.

(2) Shannon Decompositon 을 이용하는 방안

반면 T (r =omega) 는 φ c + b d + b c) + a c 로 주어진다. 여기셔 a c 라는 항이 더

생생되기는 하지만 이를 사용활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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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Ta+Tx-

T (a = phi) = Tx

T (a = omega) = Ta + Tx

T=a • πa + Tx) + la * Tx = a * Ta + Tx

위의 식은 Complement event 가 없울 경우에 사용될 수 있을 컷이다 Ta 의 대용으로 T (a

=omega) 흘 사용하는방법을 시험하여 본다.

이 방법을 시험해 본 결과， 많은 문쩨점이 나타났다. 먼저 얼단 reduce 된 식에셔도， split

하는과쟁에 필요없는항들이 나타나는경우가챙긴다. 예로셔

T->a*X+Y 로 split

reduceX

reduce Y 후애

reduce Xby Y 룰 수행

여기셔 X 는 다시 split 되게 된다. 이 때 펼요 없는항이 발생한다. 다읍 예를 보자.

X=a*b+c

pivot =b

X (b = omega) -> a + c

X (b = phi) -> c

X <- b * (a + c) + C

이상과 같이 b*c 가쓸데없이생긴다. 다른예를본다.

t = r * (a + b) + c + d + + z 에셔

bi-reduce 의 pivot = r 일 경우

t -> r * (a + b + c + d + + z) + c + d + + z 이 되고 bi-reduce 후

t <- r * (a + b + c + d + + z) + C + d + + z 와 같이 되논 경우가발생한다.

따라셔 이 방법은 최소단절군을 구하는 데 사용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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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장수목율 전재하는 방안

고장수목의 논리를 수쟁하는 적절한 방안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외의 방법은 식 T 를

전개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것은 식을 전개하여 최소단절군으로 변환하고 이들을 binary

reduαion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미 KIRAPεUT 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어다.

(4) Dinarγ Reduction Source Code - Linked with KIRAP-CU’I ‘

다읍은 고장수목을 전개하지 않고 Shannon Decomposition 을 이용하여 Binary reduction

요로 최소단절군을 구하기 위하여 시험한 프로그햄 source 이다. 다읍 연구자를 위하여

참고로제시한다. 본프로그햄은 KIRAP-CUT 과같이사용되어야한다.

/*-------------------‘----------_•••_----------_••_-----------‘----‘-----------------*/
/*------------------------------…--------------------_._------‘------‘-------------*//* Perform Binary reduction in btree dir，없ly */
/* Large B represents binary reduction algorithm ofbtree */

/*---------------------------------------------------------------------------------------*/
/* count occurence ofbasic events in p ../
'* occuren~:~enεefor be */
/* pre_list: occurence for btree */
void Bent_occur‘ be_x (p)
1Otp;
{ int a, ia, x;

if (atom(p»
{ x::::: abs (p);

occuren~ [x] ++;

else
{ a::::: pointer φ);

ia == abs (a);
pre_list[ia]++;
if (pre_1ist[ia) <== 1)
{ Bent_occ따_be_x (btree[ia].left);

Bent_OCCUf_be_x (btree[ia]. 다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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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unt occurence of basic events in p */
/*jt is not pro망없nmedby εonsideriitg complement event *1
void Bent_occur_be (P)
intp;

mtl;
for (i = b앓vent; i <= noevent; i++) occurence [i] = 0;
for (i = 0; i <= nobtree; i++) pre_list [i] = 0;
Bent ocα1f_be_x φ);

1*-------------------------------------------------------------------‘ ------------------*1
1* find maximum occurence basic ev하It in p"1
1* occurence(] req띠red *1
int Bfind_max_occur_be ()
{ int i, j;

j=b앓vent;‘

for (i = b앓vent; i <= noevent; i++)
if (occurence (I] > occurence [i]) j = i;

return (J);

1* check the p consists of single occurence events *1
int Behk_single (x)
int x:
{ int i;

if(occurence [xl> 1) return (FALSE); 1* forbe */
for (i = 0; i <= nobtree; i++) 1* for btree */

if (preJlst [i] > 1) return (FALSE);
return (TRUE);

/* eheck p is element */
int Belement (p)
int p;
{

if(atom (p» return (TRUE);
else return (FALSEt

/* check p is phi *1
int Bphi (P)
intp;

if (p = pm) return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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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return (FALSE);

/*---------------------------------------------------------------------------------------*/
/* copy the contents of btree */
int Bcopy_btree_x φ)

int p;
{ int x;

x = Bcopy_btree_x φI);

return (x);

intB∞py_btree (p)
!ntp;
{ int a, ia; int 1, r, b;

if (atom(p» return (P);
a = pointer (p);
ia = abs (a);
pre_list[ia]++;
if (pre_hst[i헤 > 1) return (p);
1= Bcopy_bπeeφtree[ia].left);

r = Bcopy_btree φtree(i매‘right);

b = make_bt (btree ria].ηpe， 1, r);
return (sign (p) * b);

/* Approximation ofShannon Decomposition */
/* p -> a • x + y */
/* x = p (a = omega), y = p (a = phi) */
/* It does not consider complement events */
void Bsplit_eqn (p, a. x, y)
int p, a, *x, *y;
{ int pI, p2; lOt i;

for (I = 0; i <= nobtree; i++) pre_hst [i) = 0;
pi = Bcopy_btree (p); /* ωpy eqn */
for (I = 0; i <= nobtrce; 1++) pre_list [i) = 0;
p2=B∞，py_bπ'00 (p); /* copy eqn */

(*x) = cvt_Iogic_lO-P (p I, a, OMEGA);
pro_option «"'x), 0);
(*y) = αt_logic_in-p (p2, a, PHI);
pro_option «*y), 0);

fc이umn;;:: ccolumn = I;
fprintf (foutput, "\n split \n x = "); print_btr않(*x， NULL);
fcolumn = ccolumn = 1;
fprintf (foutput, II\n y = "); print_btree(*y, NULL); mush (f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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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 ; p <- a * x + y */
int Bmake (a, x, y)
int a, x, y;
{ int p, pi;

if (Bphi (x» return (Y);
pi =makεbt(STAR, a, x)~

if (Bphi (y» return (pI);
p = make_bt (pLUS, pI, y);
return (P);

/* simple binary reduction */
/* t = atom */
int Bsimple_biJeduce (t, s)
mt 1, 5;
{ int c;

c=이tJogic_in.J) (5, t, OMEGA);
if(c = OMEGA) return (PIll);
else return (t);

/*---------------------------------------------------------------------------------------*/
/* reduce p */
int Breduce φ)
int p;
{ int a, x, y; int chk;
p = pro_option (p, 0); /* prlα꽃ssPfll */

/* iffφ = OMEGA) II (p == PHI» return (p); */
Bent_occur_be (p); /* count occurence */
a = Bfind_rnax_occur_be 0; /* find a */
chk = Bchk_single (a); /* check p is minimized */

k이mm = ccolurnn = I;
fprintf (foutput, "\n reduce \n pivot = ’'os띠"， event [a]);
fprintf (foutput, ’이neqn [’Iud] = ", p); print_btree(p, NULL); mush (foutput);

if (chk) return (p);

Bsp1it_eqn (p, a, &x, &y); /* P -> a .. x + y */

x = Breduce (x); /* reduce x */
if (!Bphi (y» y = Breduce (Y); /* reduce y *'

if(!Bphi (Y» x = Bbi_빼uce (x, y); '* reduce x by y *'
p =Brnake (a, x, y); '* p <- a * x + y */
p = pro_option (p, 0); '* process PHI *'

fprintf (foutput, "\n reduce return \n p = "); p디nt_btree(p， NULL); mush (foutput)
return (p);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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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e x by y */
int Bbi 뼈uce (t. s)
int t, s;
{ int b, p; int tb, tx, sb, sx;
fprintf (foutput, "\n bi-reduce떠 t = ")~ print_btree(t, NULL),
fprintf (foutput, "\n s = "); prinCbtree(s, NULL); mush (foutput);

if (B리ement (t»
{

p =Bsimple_bi_reduce (t, s);
return (p);

else if (Belement (s»

p =cvtJogic_io-p (t, S, PHI);
return (p);

BcnCoccur_be (s); /* count occurence */
b = Bfind_max~α짜uJ>e 0; /* find b */

Bsplit_eqn (t, b, &tb, &tx);
Bsplit_eqn (s, b, &sb, &sx);

/* t -> b • tb + tx */
/* S -> b * sb + sx */

if(IBphi (sb» tb =Bbi_reduce (tb, sb);
if (IBphi (sx» tb::: Bbi_reduce (tb, sx);
if (IBphi (sx» tx =Bbi_reduce (tx, sx);

p:::Bmake φ， tb, tx); 1* p <- b • tb + tx */
p =pro_option φ， 0); /* process PHI */
[printf (foutput, II\n bi-reduce return \n p ="); print_btree(p, NULL)
retur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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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C 고장수목 편집기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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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c. 고장수목 편집기 사용 설명서

1. Multiple Windows

• KIRAP· WinTree 는 여러개의 화변을사용할수 있다. 다읍은 작엽 화면의 예이다.

• 하나의 Fault tree file 만을 가지고 작업한다. 따라서 여러 fa비t tree file 혜 있는 fault

tree 틀을 보려면 KlRAP • WinTree 를 그 갯수만큼 수행시커면 된다.

했rl핵j購 ~빠
;，~~

/‘ 、\

~짙푸νJ ‘ !~h~ ,.’
’ A‘~:: lo:..;.i'‘;

:'.1:'김감':" ...<:흔강ll.~-~~
: :;:~Jt 'l/''':tj앙

훈1R뀔N·B

::.한 훌;、섣L‘、“ :;- iri;、~J넓넓....'폈; 양 ’:~~:댄싱필:;않월:~~~~~:괜뚫~~~훤 §;i?§;:Ei;:$$넓옆싼:“:~;.핀;;펀넷팩.~~

G-TRAIN-A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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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변에셔 보듯야 고장수목을 수평방향 또는 수직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으며， 각

화변에 나타나는 Event 의 크거를 조철할 수 있다. 이 들은 Window menu 의 op히on

menu 를 수행시켜 , Display Typ응 Box 와 ZOom Box 에 나타나는 내용을 원하는 대로

수갱하여 사용하면 된다.

2. Windows 용 Fault Tree Editor 에셔와 단축키 및 Tool Bar

다읍과같은 단축키와Tool bar 를 사용할 수 있다.

가. Tool Bar

Tool Bar 기능

혈짧 Open File Menu - Fa띠t Tree File 을야en

홉뼈 Save File Menu - 작엽중인 내용을 File 에 저장

훨靈 Print Current Menu -현 화면의 Fault Tree 를 print

l繼 야이에en Window by List Menu - List Event Box 로부터 Event 를 션택하고
대한 Window 를Open

i遭 Close Window -현 화변을 Close

l輔 Show Event List - Event 정보틀을 나타냄

l繼 Open Window for Current - 현재 션택된 Event 에 대해 새로운 Window
를 Open

讓뽑 Cut Event- 선택된 Event 를 삭제

앓짧 Copy Event- 션택된 Event 를 Copy

훨짧 Paste Event - Cut 또는 Copy 된 Event를 선택된 Event 에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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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단축키

Key 조합 수행내용
J

AE Edit Event

Double Click Edit Event

AX Cut Event

AV Paste Event

AC CopyEvent

AT Toggle Trasnfer

AF Toggle Fail

AW Open Window for the Current Event

Ap Change Top Event with Parent Event

AL Open Event List Box

3. 사양

여가셔눈 event name 의 사양과사용활수 있는 eventηpe 에 대해 설명한다.

가. Event Name

• 16 자 이내의 printing가능한 ascii 문자여야한다.

• Blank 가들어까면 안된다.

• 다읍과 같은 글자가 포함되면 안된다.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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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ype

종류 그림 버고
‘

,Type

.+ Or Q gate

* And o gate

A Nand

~
gate

o Nor A gate

N Not

υ9 l개의 input 만 가지는 gate

=‘ Equal I재의 input 만가지는 gate

n n outofm o m 개의 input 을 가지는 gate,

여기서 n 은 1에서 9사이의 숫자

B Basic O basic event (input event 를 가지지 못함)

H House

~
basic event (input event를 가지지 못함)

D Diamond

(>
basic event (input event 를 가지지 못함)

? Undefined

口
basic event (input event 를 가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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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le Menu

• File Menu 에는 Submenu 로 Open. Save, Import, Export가 있다.

• KIRAP - Win Tree 는 하나의 File 만을 가지고 작엽을 한다. 따라셔 New File 이나

Open File 을 수행하기 위해셔는 기존 작엽중이던 내용을 Save 하고 Close 하여야

한다. 만일 여러 File 을 가지고 작엽을 수행하려면 여러 개의 KIRAP - Win Tree 를

수행시키면된다.

가. SubMenu 가능

• NewFile: 기존 작엽중이던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운 File 에서 작엽을 시작

• Open File

• 처읍에는 Noname.kft 로 읽으나 한번 file 이륨이 지정되면 그 이륨이 default 로

-사용됩

• File 을 open 하면 List Event box 가 뜸.

o 여기서 event 를 션정하고 Return Top 을 누르면 이에 대한 Windows 가 open

됩

o 만일 작업중이던 내용이 았으면 그 내용을 save 할지를 물어봄. 그 다음 file

을 open 함

• Save File

• Title, User Name, Comments 를 edit하는 box 가 뜨고 다읍 file 을 save함

• Import-KIRAP2.0

• FTDIEDB file 을 열고 다읍 Top Event Select Box를 Open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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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셔 Tree Logic, Event Data, Transfer 쟁보가 읽혀 점

• Export-KIRAP2.0

• FfDIEDB file 을 기존의 KIRAP-Dos 용으로 Save함

• 여기서 Tree Logic, Event Dati 는 저장되나， Page Li않 는 저장안됨IrnportlExport 는

현재는 기존 Dos 용 KIRAP Data 만을 처리할 수 있다. 다른 PSAC띠g 들의 data 는

Dos version KIRAP-CONVERT 를 이용하여 KIRAP Windows Version KIT file 로

변환한 후에 KIRAP - WinTree 에셔 File 올 얽을 수 있다.

나. 기존의 KIRAP 2.0 File Open

• file 이 룬 경우 (대부분와 경우임) 에는 KIRAP-Convert R2 애셔 KIT file 로 save한후

WinTree 로 얽는 것이 편려 (시간 때문엄)

• file 이 작은 경우 (event 수가 100 개 미만언 경우) 에는 Windows 용 WTREE 에셔

import 롤 이용

5. List Event Dialog Box

• List Event Dialog Box 는 Event들예 대한 쟁보를 나타내는 box 이다.

• 이 것은 TopEvent 선쟁， Event 들의 특생 캠검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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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ist Event Dialog Box가 사용되는 경우

• “Open Window by List" menu

• Window 의 “Open Window by List" menu 를 수행

• 또는 l題딴추를누름

• Li와 Event Box 가 나타나며 여 기셔 Event 를 션돼하고 “ Return Top" 단추를

누르면 이 event 에 대한 고장수목을 보여주는 새로운 Window가 열린다.

• “ Show Event List" menu

• Window 의 “ Show Event List" menu 를 수행

• 또는 l鍵 단추를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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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택된 Event들올 list 하여 보여준다.

나. Event 션택 ‘

• Event 선택은 왼쪽위에 있는 List Box 를 누르면 Top. Gate‘ Basic Event, Transfer, All,

User등을 선택할 수 있다.

• 선택된 내용에 따라 Event 틀을 tist 한다.

List 종류 내용

Top Top Event 만을 선택

Gate 면셔 Parent가 없는 event들임

Gate Gate Event 만을 션택
、

Child 를 가진 Event들임.
’ ‘

Basic Event Basic event 만을 선택
• ‘

Child 를 가지지 않은 event 틀임

Transfer Transfer event 만을 선택

All 모든 event 를 선택

User User가 define한내용을 션택
• ‘

• Edit 기능:다읍과같이수행예정임

• List E따 모률의 상단에 있는 Text Box 흘 이용하여 Event 의 내용을 수정할 수

았다. .‘--‘’

• 현재 수정되는 항은 ， C외 Type, Lamda, Tau, EF, pescription, Remark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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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ption Box ,
‘‘ ,

• Option Box 단추를 누료면 다음과 같은 Dialog Box 가 나타나며 여기셔 더욱

자세한 선택을 활 수 있다.

購 imlClillmmJil 」

렌?
빼arne

Type

I뭘웰 l 讓

l 며 Don't Care

] I灣 업 P매't 닮re

OVes

OVes 0 One 0 베an

。 Ves

hal Childr를n

hal Parent

Transfer

@ Don't Care 0 No

행 Don't Care 0 N。

이~ Don't Care 0 No

펀r 에o Sort I혈

폈績했짧빼빼빼.“ 싫、월빼홉않;픽、

라.

•

•

•

Event Data 률 Report하는 법

List Event Form 에셔 Option Menu 에 보면 Copy to 띤Dcopi빼 txt" Menu가 있음

이를 수행하면 List Event 에셔 션택된 모든 Event 를 "EDcopied.txt" file 로 적음

이 때 각 event 의 내용은 Tab 에 의해 구분되므로 이를 Exc응1， Word, Access 등에서

Table 형태로쉽게 변환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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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indow Menu

가. Submenu

• 다음과 같은 Submenu가 있다.

• Change Top Event - Current. Parent

• Open Window for Current

• Open Window by List

• Open Window by Name

• Close Window

• Option

• Show Event List

• 이중

• Change Top Event 는 현 Window 의 Top Event 를 바꾸는 것

• 그외 Open Window ... 은 새로운 Window 를Open

• Close Window 는 현 작엽 화변을 Close함

• 새로운 Window 를 Open 할때 가장 최근에 작업중인 Window 의 속생을 가지게 된다.

즉， 현 작엽 window 7t Horizontal 이고 Zoom 은 0.75 면 새로 Open 되는 window 도

horizontal 이고 Zoom은 0.75 가 된다.

나. Submenu 의 기능

• Change Top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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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화변의 Top event 를 변경.

•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부메뉴가 있다.

o Current Event : Current event를 현 화변의 Topevent 로 함

o Parent Event : Current event 의 Parent event 를 현 화면의 Top event 로 함

o Parent Event 의 경우 Parent event 가하나만 있다면 그 event 가 top event 로

나타난다. 그러나여러 개의 Parent Event가 있을 경우는 다읍과 같은 Dialog

Box 가나타나며 여기셔 하나를 션택하여야한다.

G-TRAIN-B
G-TAAI 애-c

!짧{빼

• Open Window for Current: Current Event 에 대해 새로운 Window를 Open 한다.

• Open Window 야 Li앙 : List Event Dialog Box 로부터 Event 를 션택하고 이에 대해

새로운 Window 를 0야n 한다 T∞l없 에서 l蠻를 눌러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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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Window by Name: 이륨을 입력하여 이에 대한 window를 open 하고 싶은 경우

사용한다. 야기능은주로새로운top event를생생활때사용한다.기존에있는top

εvent 에 대해셔는 “Open Window by List" menu 를 수행하는 것이 펀려하다.

• Close Window: 현 작엽중인 화변을 Close 한다.

Tool bar• Show Event List: List Event Box 를 O홉n 하여 Event 들의 특생을 접검한다.

에셔 l體를눌러도같은기능을수행한다

Option Menu

• Window 에셔 〔ψtlOn menu 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어’나타난다.

다.

~”’
•‘
,
‘

앓훌 Tree Display Optionl

관、꾀[셋활빼혔웠활활{~~~i~)~~~~:펙
• 판、 •.~ :;:.~"~~:~~~~~，끽인 κ :~:."••:=-:.;~:::’:::~~::::~~.:~.•:.;~ .....’ 긴

灣、;ir、익쉰6OO γ편

藝다L3600 덴
慧變 :;b1"400 펀

센‘;펀;;;L;훤1밴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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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 Type Box 에셔 Ve띠cal / Horizon떼 은 Tree 를 아래로 또는 옆으로 전개할

것언지를결정한다.

• Display Type 이 Ve띠cal의 경우만 Pro없:bility 를 display할 수 있음

”.m·
D

짧
F
‘•

o check 가되어 있지 않므면 Display 가부드러우나속도가떨어진다.

o check 되어 있을 쩡우에 숙도는 빵라지나， Display 가 부드럽지 않다. 또한

Event Selection 에 주의를 요한다

• Display Box

• Display 에셔 Name, Description、 Type, Probability, Pages 는 항목이 check 된 것만

Display 된다.

• 단 name description, ηpe 중 하냐는 check되어 있어야 한다.

• Event Size Box

• Event Size 에 나타나는 수치는 1440 이 1 mch 에 해당된다

• ZoomBox

• Normal Mode 는 Fa삐 Tree 만을 쟁해진 크기에 따라보여준다.

• Zoom Size 는 Normal Mode 에만 해당한다.

• Preview Mode 에셔는 Print 될 것과 동일하게 Display 한다.

• Preview Mode 에셔 Zoom Size 는 Window 의 크기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 Zoom Size 가 0.5 여하로 줄면 Name, Description 등 Text 크기 및 위치가 적절하게

나타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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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및 Font 조절은 추후 보완될 예정이다.

7. Edit Menu

가. Sub Menu

• EditMenu 에는 다음과같은 부메뉴가었다.

• Add Event

• Add Event from List

• Edit Event

• Cut Event

• Paste Event

• Copy Event

• MoveEvent

• Rename Event

• Toggle Transfer

• Toggle Module

• Te앙 L앵ic

• Toggle Fail

• Clear Fail

• Defin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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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ub Menu 의 기능

(1) Edit 기능

• AddEvent

• Current Event 의 Child 로 다른 Event 를 더하는 기능

한쉰t:i

• Add Event 를 수행하면 (또는 l繹鍵 를 누름) Edit Event Dialog Box 가 수행된다.

여기서 Event 이륨을 엽력하고 OK 를 누른다.

• Add Event from List

• Current Event 의 Child 로 다른 Event 률 더하는 기능

• Edit Event Dialog Box 대신， List Event Dialog Box 로부터 event 를 선택하고

Return Event 단추를 누른다.

• Edit Event

• Edit Event Dialog Box 를 수행하여 Current Event 에 대한 정보를 수정한다.

• 여기셔 Event 야륨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작엽이 추가로 수행된다.

o 기존 Event 가 게이트변셔 새로운 Event 역시 게이트인 경우는 수행이

허락되지않는다

o Current Event 가 현 Window 의 Top Event 가 아니면， 즉 parent 가 있으면

Parent Event 의 Child 정보를 새로운 Event 로 변경한다.

• Cut Event

• Parent Event 의 Child 정보에서 Currr.nt Event 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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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Event 의 이륨이 WinTree 자체내의 Clipboard 에 저장된다.

• Paste Event

• WinTree 자체내의 C1ipb따rd 에 저장된 Event 를 Current Event 의 Child 로

더해준다.

• CopyEvent

• Current Event 의 이륨이 WinTree 자체내의 Clipb뻐"d 에 저장된다.

• Move Event: 아직 안됩 Cut and Paste 기능을 이용할 것

(2) Logic 변경 기능

• Toggle Tram옮r

• Current Event를 Transfer event 로 만틀거나 또는 해제하는 기능

• Tran화erEvent 는 Type 이 삼각형으로 나타난다.

• Toggle Module: 아직 얀됨 .

(3) Logic 점검 거능

• Test Logic

• Test Logic Routine 을 수행하거나또는 해제한다.

• Test Logic Routine 이 수행되고 있을 경우는， 이 menu 의 오른편에 check mark 가

나타난다.

• Test Logic Routine 이 수행되고 있을 경우는 Fail event는 Light Red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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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ult Tree Logic Test 용으로 사용된다 Cut Set 들이 제대로 계산되었는 지를

점검하는데도사용된다.

• Toggle Fail

• Ev낭nt 의 status 를 변경한다.

• Define Sue월S 가 안되는 경우

o Event status 는 Undefined 또는 Fail 로 셜정 될 수 있다.

o Basic event 의 경우 undefined 는 Success 로 처리된다.

o Gate event 의 경우 undefined 는 Children 갱보를 가지고 계산에 의해 status 가

결정된다.

• Define Success 가되는 경우

o Gate event 의 경우 success status 를 쟁의할수 있다.

• Clear Fail

• 모든 Event 의 status 를 undefined 로 셜정한다.

• Define Success

• Event status 변경 시 Success Status 를 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Define Success가되는 경우는 이 menu 의 오픈편에 check mark가 나타난다.

(4) Event 이륨 변경 기능

• Event 를 선택하고 “ Rename Event" Menu 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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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이륨을 i 변경할 필요가 었다. 예로셔 A 라는 이릅과 Al 이라는 이륨을

사용하였는데，실제로는 A 와 Al 이 칼은 Event 라셔 Al 을 모두 A 로 바꿀 필요가

생긴다.

• 이와 같은 경우는 Al 을 child 로 가진 모든 Event 를 찾아셔， Al 대신 A 를 가지도록

수정한다.

• Al 을 A 로바꿀경우에가폰에 A 라는 Event 가없을겸우가있다. 이경우는 Al 의

이륨을 A 로만변경한다

(5) Edit Event Dialog Box

• 다음은 Edit Event Dialog Box 이다. 이를 이용하여 Event 의 정보를 편집한다.

[

Name !뼈Cv005G8 =~_l Type 18 I 鍵

Description CHECK빼E태l때 OPEN

--、〈 ‘.
삐ean • 、、 ‘

EF
C메 Type I 0 |鍵 Di~t |
lambda | .0001 l unitC그 뚫짧 |鍵T"pel l

Tau IunitD 鍵 Cor No.

Transfer 디

삐od빼

빼빼
R

8. Print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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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 몇 Page 번호 셜쟁을담당 -

• 에nting and Paging : Page 번호 셜쟁 및 여러 event 를 print할 때 사용

• Title, User : 꾀tle 몇 사용자 이륨을 셜쟁

• Print Current :현 화면의 fa띠ttree 를 print

• Page Setup Landsca뼈Portrait , margin 셜정등을 수행하며 추후 추가될

예정이다.

가. Printing 몇 Page 쟁 려

• Print 의 Print and Page Menu 를 수행하면 아래 그렴과 같은 새로운 Di외og Box 가

수행된다.

• 여기셔 Page 쟁러 빛Print 기능을수행한다.

• Page 정리는 Transfer 또는 Top event 이면셔 Child 를 가진 gate 에 대해서만

수행한다.

• 기존에 Page 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도 위의 조건에셔 벗어나면 page list 에셔

빠지게된다.

• Page 는 Page List 에 추가되는 순으로 프로그댐이 자동적으로 변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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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6-TRAIN-A
6-TRAlN-B
6-TRAIN-C
6-TANK

• Page 정리

• Add: 션택된 event들을 Page Li앙 에 추가

• Delete: 션택된 event틀을 Page List 에서 삭제

• Move After: 션택된 event틀을 마지막 선택된 Event 뒤로 Page 쟁열함

• Auto Page: 모든 Event 를 순셔에 따라 Page Numbering. 단， 기존 Page List 에

있는 것들은 page 번호가 그대로임.

• Clear All: 모든 Page 번호를 삭제

• Sort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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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INamelPage순으로 Event를 갱열

• Option 을 선택한 후 Sort 단추를 누른다.

• Print 방법 / Preview 방법

• Screen 및 Printer 선택은 화면에 Screen 옆의 V 단추를 이용함. 단추 옆에 Screen

으로 나타나 있을 때는 Screen 으로 Printer 로 나타나 있을 경우는 Printer 로

출력이됩.

• Current를 누르면 현재 션택된 Event 의 그렴을 출력

• Sel똥ted 를 누르면 션택된 모든 Event 들의 그렴을 출력

• All 을 누르면 모든 Event 에 대해 그림을 출력한다.

• 한번 print 를 시작하면 Cancel 기능이 없으므로 주의하기 바람.

냐. Print - Title, User

• 고장수목의 Title 사용자이륨， 기타사항을 입력

• File Save 시에도 자동적으로 나타남

Title:

User Name:

Cammer야. :

I예빼교함목

빨f
Thi. is an EHample Fault Tree

l풋鍵활?않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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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0 EPRI R & R Workstion

국제공동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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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0. EPRI R & R Workstion 국제 공동개발
연구

1. 깨요

가. EPRI R&R Workstaion 배정

미국 NRC에셔는 각 원전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모든 미국 원전의 IPE (Indivisual

Plant Examination) 을 제출하도록하였으며 대부분의 미국 원전에셔는 1992년까지 IPE를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IPE 수행 후에도 각 원전에는 항상 PSA 요원이

있어서 각 원전 특유의 최곤 자료를 반영하는 LIVING PSA를 하도록 하고 이률 바탕으로

Risk-based Maintenance, Risk-Based Regulation, On-line Maintenance 등을 실행 하고자 하는

것야 수.화력과 가격 경쟁하는 미국 원자력계의 자구책으며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 NRC는 Maintenance Rule (정버규갱)을 제정하여 쟁비가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감사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EPRI에셔는 정비규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IPE수행결과률 발전소 일장운전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Risk &Reliability(R&R) Workstation

공동개발 프로그햄(이하 R&R이라고 칭함)을 제시하게 되었고 미국내 전기회사들도

정버규정에 대웅방안을모색하고 있던중 EPRI의 R&R 에 동조하게 되었다.

한편， 컴퓨터 산업도 최곤에 큰 폭으로 변화하여 옛날의 대혐 컴퓨터에 단말기를 물려셔

자료를 입.출력하던 방식에셔 개인 컴퓨터틀을 네트워으로 묶어셔 빠른 중형 컴퓨터(또는

워스테이션)를 셔버로 사용하는 Client-Server 방식 몇 분산처리 방식으로 바뀌어셔

컴퓨터의 자료 처리 및 접속이 훨씬 원활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므로셔

일상 생활에셔 많이 이용하는 SIW흘 엽무에셔도 똑 갈이 활용하므로 업무 전산화가

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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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며 윈도우의 등장으로 사용자의 . SIW 사용이 매우 편해졌다. 따라셔 새로

개발되는 SIW는 전부가 개인 컴퓨터의 왼도우용으로 개발된다고 활 수 있다. 따라셔

이전 원전에서는 서로 다른 기종의 캠퓨터 (에를들면， IBM 대형컴퓨터， VAX, CDC 등)

몇 SIW 사용으로 공동의 SIW 개발이 불가능 했었으나 이제는 개인 컴퓨터의 윈도우용

SIW만 만들면 모든 원전에셔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많은 미국

전기회사들어 참여 하여 R&.R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척 뒷받침이라고 활 수 었다.

지금까지 R&R에 참가한 기관은 31개 이며 (표 50-I 참조) 갱리하면다융과같다.

• 미국 257~ 원전회사

• Northeast Utilities

• DukePower

• EntergyQ야rations， Inc. 등

• 국제파트너

• 한국 κAERI)

• 프량스 (EdF, Framatome)

• 스떼인 (IBERDROLA)

• 멕시코 (lIE)

• 현재까지 이상 4개국가입한상태

기타(대만， 캐나다동)4개국과 협상중

• 미국내 PSA 용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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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C(R&R 개발하청 회사)

• PLG, NUS, ERIN , Tetra 등

기판

표 5D-l R&R Workstation 참여 기판 (1995.5윌 기준 )

옆효즈t 전화변호

미국전력회사

Baltimore Gas & Electric

Boston Edison Company

Carolina Power & Light

Duke Power Company

Entergy Operations/Grand Gulf

Entergy OperationslRiver Bend

Entergy OperationslWaterford

Entergy Operations!ANO

Florida Power and Light

Florida Power Corporation

Illinois Power Company

Nebraska Public Power District

New York Power Authority

Northeast Utilities Seπice Company

Northern States Power Company

Omaha Public Power District

PECO Energy Company

Public Seπic응 Electric and Gas

Rochester Gas & Electric Co.

South Carolina Electric & Gas

Southern Nuclear Operating Co.

Texas Utilities Electric Company

Bru야 Mrowca 410-260-3989

Clem Littleton 508-830-7790

AndrewHowe 919-546"()094

Duncan Brewer 704-382-7409

G없Y SmIth 601 -437..()193

Loys Bedell 504-381 -4744

Steve Farkas 504-739"()714

Mike Lloyd 501-858-4654

Ching Guey 407"()94-3137

k업rk Averett 813-866-4568

Peter Walberg 217-935-8881

Terry Smith 402-563-5991

JeffCircle 914- 681"()562

Fred Cietek 203 -665-3492

Craig Nierode 612-295-1363

Alan Hackerott 402-533-7276

Vicki Warren 610-640-6569

Alex Knoll 609-339-5368

Mark Flaherty 716-724-8512

Barry Mullinax 803-345-4741

Anees Farruk 205-877-7997

Hossein Hamzehee 214-8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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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do Edison Company Bob Wolfgang 419-249-2475

Wolf Creek Nuclear Operating Co. Mark Serha1 316-364-8831

Yankee Atomic Electric Company Joe Kamer 508-568-3700

미국외기관

EdF Laurent Magne 331 -476-53095

Framatome Aline Ellia-Hervy 331 -479--61743

mERDROLA Fr:없\cisco Lopez Garcia 341-575-8151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 Miguel Angel de Loera 527-318-2550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 Dr. Chang K. Park 042-868-2662

PSA 용역회사

Erin Engineering Do뼈 True 510-943-7077

NUS Thomas Morgan 301-258-5850

PLG,Inc. Karl Fleming 714-833-2020

SAlC Blake Putney 415-960-5948

Tenera Wes Brimπield 408-446-4242

Wξstinghouse Nancy Closkey 412-374-5916

냐. EPRI R&R Workstaion 중요성

• On-line maintenance를 설행할 때 휠요한 T。이을 R&.R에셔 제공한다.

• 원전이 노후화 할 수록 선뢰도 중심의 정비가 필요해 지며 R&R에셔 이에 맞는

Tool을제공한다.

• 미국 NRC의 정비큐쟁에 맞는 Tool 및 방법을 R&R에셔 제공한다.

• Fire 등의 IPEEE를 수행 할 수 있는 Tool을 R&R에셔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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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이 필요한 PSA웅용 SIW을 개발할 수 있는 SIW Library를 제공하므로 각

기판에셔 협게 PSA웅용 SIW을 개발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는R&R에 참여하여 외국의 PSA 웅용 기술및 효륨을파악할수가있다.

2. ‘한국추진경위

우리나라는 본 연구소가 R&R국째공풍개발연구에 1994.3.3일차로 가엽하였으며(참여활

기간은 3년간임)， 1994.6부터 1995.6까지 1년간 미국 EPRI에 본 연구소 연구원을

파견하여 빠론 최소단절집합생생 알고리즘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Eα)S 및 API

Workshop에도 참여하였으며， 1년에 2번씩 열리는 사용자 회의에도 매년 참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PSA의 원자력 웅용 기술 및 동향를 파악해 오고 있다. 그간

공동연구해용 내용은 다음 3 의 나 절에 잘 언급이 되어 있다.

3. 개발내용

R&R과제의 사엽판려는 EPRI에셔 하지만 실제 SIW개발의 대부분은 SAle에셔 하고 있다.

하지만 SAle도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앓R과제의 생공의 열쇠인 빠른 최소 단절집합

생생 알고려즘 개발을 할 수가 없어셔 이 부분을 버롯한 R&R과제의 열부를 KAERI에

의뢰하고 있다. 다읍 혈에서 EPRI(SAlC) 및 KAERI 각각의 개발 내용을 기술하였다.

가. EPRI 의재발내용

EPRI는 다음 표 5D-2와 같은 개발 목표 몇 분야를 쟁하여 PSA Tool 벚 PSA 웅용 SIW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표 5D-3과 같은 SIW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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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D-1 째발목표/내용(현장활용측면에셔)

-PSAT∞Is

- Risk Ranking

- Configuration Specific PSA

- Fire Risk AnalYSIS

- On-Line Risk Monitor (Full Power 빛 Shutdown 용)

- Off-Line Risk Monitor

- FireIFlVE PSA

- Seismic I Flo<피ing

- System I Component Availability Trending

-Pr않ursor Analysis

- Shutdown Safety Monitor

- Tech Spec I Proced'따e Compliance Monitor

- Component Tagging System

- Maintenance Frio디tization

-Eq띠prnent VI띠nerability Assessment

- Tech Spec Optimi~tion

- Dynamic, Risk-Ba앓d Tech Specs

- Others

- Graded QA

- GL 89-10 (MO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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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D-3 지금까지 개발되거나개발중언 SIW

o API (Applications Program Inte뼈ee)

o CAnA for Windows (PSA Tools)

o EOOS 띤q띠pment Out-of-Seπice)

o RAPID ITAG (Tagging System)

o ‘ P& ID Tool 떠ot SpotE띠tor)

o FIVEIFRANC (Fire Risk Assessment C때e)

o Ranking (Component Import없lceR없tking)

o DIAL-CArrA (Shutdown Risk Monitor)

o R，εcovery

o ETA-Win

(1) 재발된 R&RSIW

EPRI R&R 과제에셔 곤간이 되는 SIW는 API. CAFfA for Window 빛 EOOS이다. 제엘

먼져 API를 만틀고 이 API의 Library를 이용하여 CAF1‘A for Window , E∞S 등의 다론

SIW를 만틀었고 만툴고 있다. 한편 1의 가에셔도 언급하였듯이 모든 R&R SIW는

개인컴퓨터의 윈도우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쩡우 이마 DOS용 SIW를 개발 했던

경험이 있어 윈도우용 SIW 개발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주요 SIW

셜명은 다융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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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는 R&R SIW의 곤간이 되는 S째로셔 일종의

Library 이다. 즉， 이 뻐I Library를 이용하여 다른 SIW를 개발하므로 한 웅용SIW가

집이라면 API는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한벽돌이라고 활 수 었다.

현재 개발된 API는 3 종류로셔 Fa띠t Tree를 다룰 수 있는 π‘ API, Cut Sets를 다룰 수

있는 CS API, 그리고 Data Base를 다룰 수있는 RD 어다. 이들 3 API를 이용하여

CAFTA for Window의 F때It Tree Editor (FTED), Cut Sets Editor (CSED), Data Base

Editor (RDED) 를 만들었다. 현재는 Event Tree Analysis (ETA -Win)을 위한 ET

API를개발중이다.

API 를 이용한 프로그햄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 Cutsets 화엘을 열어 hCSMod빠로 지정하고

ieπ =CSGetNumCutsets(hCSM때ull ， NumCSl)

하고 표현하면 그 Cutse앙 화일의 총 Cutsets 수를 NumCSI로 나타낼 수가 있고

ierr =CSGetCutsetProb(hCSM때utI ， X, CutsetProbX)

라고 하면 그 Cutsets 화엘의 X번째줄의 Cut앓t의 확률을 CutsetProbX로

나타낸다는 뭇이다. 여기셔 CSGetNumCutsets( ) 와 CSGetCutsetProb( ) 는 Cutset API

함수이다. 이 API함수들을 Visual Basic, Excel, Word등 DLL(Dynamic Linking

Library)을 불러셔 사용할수 있는 SIW에셔 불러셔 사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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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용 CAFfA

CArrA는 KAERI의 KIRAP과 깥이 최소단절집.합을 생생하여 노섬용융빈도를

계산하는 SIW로셔 Fa띠t Tree Editor (FTED), Cut Sets Editor (CSED), Reliabiliity Data

Base Editor (RDED) 로 구생되어 있다.

Reliability Database Editor는 Fault Tree Editor와 Cutsets Editor에 나타나는 게이트와

기본사건(B asic Event)에 대한 Data블 입력하고 수정하는데 사용한다. 아래 그림은

Reliability Database Editor 화면의 한 예이다. 이 그렴에셔 DESC (갤명부분) 등은

칸의크기를자유롭게조절활수가있고최대 72자까지입력할수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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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Tree Editor로 Fault Tree Model을 구축하는폐 다읍 그림은 Fault Tree

Editor에셔 한 화일을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 예이다. Scroll-Bar를 이용하여

화변 좌우로 이동 할수 있으나 화면 아래로의 이동은 원하는 게이트롤 션택하고

마우스 단추를 누론채로 화면의 맨위 게이트로 몰고가셔 마우스 단추를 놓으면

된다.

다딩닮.J;;.감끊 π
II T뼈딴。야RB니S상 II

U흉S Ol' t25V oe BUS
DIY'IlION

lO$$OFG5VDC SU$
D!VIllκIN

L<m야얻5V DC홉IS

DlVIIlION

lOSS or I>O...ER TO 125'"
De BUS

......................‘ .....
: :..C~ ~ ,J ill' :J-f fCT

'::','Jl>.rr

‘ ‘ .

INW"ICIENT" p.J\I,'tR
FROlv1 eAnfJm:s

l2SV DC tlUUI
lMA"'ALAeL~

IOSSorPOνT:RT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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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DCeln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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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Fa띠t Tree Editor 화면 위에셔 원하는 게이트를 야중클릭을 하면 다음 그렴과

같이 션택한 게이트의 신뢰도 자료를 고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겨본 사건

자료도 같은 방볍으로 수정 할수 있다.

Fa띠t Tree Editor의 E찌t， Input op디on 을 션택하면 다읍 그램과 같이 고장 수목

묘댈올엽력할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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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tree model 구축후 Evaluation 메뉴률 선택하면 cutsεt 생생 프로그햄안

CQUANT가 톨아가셔 최소단절집합을 구한다 . 구해진 최소단절집합은 *.RAW

형태로 화일에 저장되며 이 화열을 자동으로 Cutset Editor가 이를 얽어서 화면에

마타내준다. 이 관계가다음 그렴에 잘나타나 었다. 이때 CQUANT대신에 KIRAP의

cutset 생생 프로그햄인 KClπ386을 사용하여 최소단갤집합을 구할 수 있다.

Fault Tree
Editor CUTSET

~ SYSπMI따 • lCQ때 뉴- SYSTEM)없W • EDITOR

Destmal10n
Rα$앓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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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읍 그렴 은 구해진 Co않잉 들이 Cut않t Editor 화면에 나타난 것이다. 이

그림에셔 첫 열의 수치는 각 cutset의 확률을 나타낸다.

EOC125
-1 강DUE，τg* EBCCil.1Dll1

1.600E-04 EBCCC1Dll1
1. GOOE-Oot EBCCB1Dll1
7.200E-05 ECllZil.lDll1
7 200E-05 ECllZC1Dll1
7 200E-05 ECJ.ZB1Dll1
4 000E-05 ETOEI
(.DOOE-05 ETOEL
4.000E-05 ETOEL
2.400E-05 ECB41300
2 400E-05 ECB41100
2 400E-05 ECB41600
2.000E-05 EBSOB1Dll1
2.000E-05 EBSOC1Dll1
2 000E-05 EBSO il.1Dll1
1 600E-05 Eil.1 EOSP ETOEI.
1 600E-05 EBSl l1Di ETOEL
1 600E-05 EBS1l3Dll1 ETOEL
1 600E-05 EBSD03Dll1 E!DEL
1 600E-05 EBSD02Dll1 ETDEL
1 600E-05 EBS1l2Di ETOEl
1 600E-OS EB5D01DV ETOEL
1 278E-05 -EA! EB2 EOSP EIDEl

• EOOS Risk Monitor 개발

EOOS는 Equipment Out-Of-Service의 약자로셔 기가가 do'빼 됨으로서 발전소

안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툴이다. 기기의 do빼 효과는 발전소의 risk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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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DF 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므로 발전소에 CDF에 대한 기훈을 수렵하면 거기의

down/up에 대한결정이 필요할셔 이를 판단하는 도구로사용할수 있다.

며국 원자력계의 큰 이슈는 on-line mainte때nee (즉， 원전 가동중의 일부 가기외

갱버)인데 on-line maintenance를 함으로셔 핵연료 채장전 및 정기 갱버 (refu응ling

and maintenance outage) 기간을 단축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원전 가동중의 얼부 기기와 ooS 로 인한 원전의 위협도는 증가 함에 따라 얼부

기거의 OOS가필요하게되었다.

현재， on-line maintenance를 하는 미국의 전력회사는 한 기기의 OOS 뿔만 아니라

Tech Spec야 허용하는 범위 내에셔 여러 기기를 OOS 하고 이들을 정비하는데 어헐

경우의 위험도 증가는 매우 커지고 복잡한 위험도 계산을 요구하는데 미국에셔는

일부 전력회사가 여러한 여러 기가의 동시 α)S가 원전 안전생에 미쳐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이해 없이 여러 기기의 동시 ∞S를 질시하여 미국 NRC의

우려를 초래했으며 -급기야 며국 NRC는 94년 10·웰 Bill Russell의 편지로 미국 on

line ritaintenance를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Bill

Russell은 펀지에셔 다읍과 같이 지적하였다.

‘... Tech Spec.의 LCD는 기기가고장났을 때 안전을 위하여 LCD로 틀어 가는 것이지

경제생을 제고하기 위한 편리블 위하여 자발적으로 LCD로 들어 가셔 정비하는

컷은 위반이며， 휴， Tgh Spg.의 Leo는 한 기기의 ∞S에 대한 것이지 여러기기의

동시 ∞S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기기의동시 oos시에 Tech

Spec을 근거로 on-line maintenance를 섣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

대부분의 미국 전력회사들은 간단한 Matrix Chart 를 이용하여 (즉， “ Xl Train 을

αIt of Serviee 활 경우에 Matrix Chart에 나옹대로 X3 , X4 Train은 절대로 Ou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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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πice 안된다" 하는 방식) on-line maintenance를 섣시하고 있는데， Bill Russell의

편지 영향으로 많은 전력회사틀이 Risk Monitor를 on-line maintenance시 사용할 것을

고려하게되었다.

현재， 미국 내에셔 실용화된 Risk Monitor는 NUS사의 S삶빠Monitor, R&R 의 E∞S，

그러고 ERIN의 SENTINEL 이다. 현재 Safety Monitor는 San Ono단e 원전에 셜치되어

있고， Wolf Creek 과 Callaway 원전애셔 셜치할 계획이다. EOOS는 EPRI

회원들에게는 무료라는 장캠으로 일부 전력회사틀은사용 중이며， 많은 기관들이

태스트 및 설치 검토 중이다. (표 5D-4 참조)

Eα)S는 사용자 측면에셔 보면 발전과창용， 보수계획과장용， 안전분석과장용 (PSA)

으로 구분되어 활용될 수 있다.

표 5D-4 EOOS 셜쳐 상황 (June,1995)

EntergylWaterford

Northeast Utilities

EntergylRiverbend (work in progress)

AEP (work in progress)

Florida Power Corporation (scheduling 프로그햄과 연계함}

Demonstration 으로 셜치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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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on Edison

Carolina Power & Light/Shearon Harris

Carolina Power & Li방ltIBrunswick

DukePower

Entergy/Grand Gulf

Northern States Power!Prairie Island

Northern States PowerlMonticello

omaha Public Power District

Public Service Electric & Gas

Washington Public Power Supply System

KoreaκAERI)

Mexic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Electricas)

Spain (ffiERDROLA)

관심 표명 기관

TIl

Ontario Hydro

NYPA

CEca

RG&E

WEPCO

TVA/corporate

SNCNogtlξ

A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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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gylANO

VEPCO

Detroit Edison

DuquesneIBeaver V;외ley

WolfCreek

• Ranking Tools

각 기본사건은 물론 각 트레인 계롱등의 중요도를 계산하여 정비시 우션 순위 정할

때 활용한다. 현재 Proto-type이 개발되어 있으며 두 기기를 션택하면 두 기기에

대한 Risk Reduction Worth (RRW), Risk Achievement Worth (RAW), Fussell-Vesely

Importance등을 계산해 준다.

• RAPIDITAG:

Tag 라 함은 원전에셔 보수 및 시험등을 행할 때 각 대장기기를 mark 하는 것을

뜻한다. Rapidπag는 이와 갑은 tagging 업무를 전산화하고 관리하는 SW 이다.R&R

SIW로셔 이 SIW는 얼찍 개발되었요나 미국내 원전에셔는 이미 Tag휠ng 시스탱이

중.대형 컴퓨터추’ 이용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원천애셔는 이 Rapid !fag이

셜치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두 군데 화력발전소에셔사용되고 있다.

• FRANC (Fire Risk Analysis Code) :

FRANC는 EPRI과제 (Fire PRA Meth때 and Software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Pr，매없) (RP 3385-0 1)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나 R&R Workstation이 개발한 모률을

많이 이용하겨 때문에 R&R Workstation 과제로 제공하는 SIW 이다. 입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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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nition frequency, Non-suppression probabilities 등을 넣어 주변 Conditional Core

D빠13ge Probability 및 Scenario CDFs를 출력한다.

• 'FIVE (Fire-Induced Vulnerability Evaluation)

Fire Scenario에 의해 작동 안되는 기기틀이 초래하는 위험도와 Fire어l 의한

취약점을 구하는과쟁을 자동화하여 Fire Risk Assessment 률 도와주는 SIW이다

• Recovery:

Recovery 는 사고진행 도중에 운전원이 고장난 기기등을 수동으로 복구하는

작엽어다. 일반적으로 PSA 에셔는 이와 같은 recovery 를 사건수복이냐

고장수목에셔 모델하기 어려우므로 사고경위 정량화후 각 cut set 을 검토하고 야에

필요한 recovery 를 추가한다. 이 컷을 recovery analysis 라 부르며 이 작협은 거의

모든 cut set 을 검토하고 필요한 recovery 를 man때l 로 추가하여야 함으로 많은

시간과노력이 소요되었으며 또한오류발생의 가능생도높다.

‘ Recovery 분석을 수행하여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몇가지 pattern 을 까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외전원을 복구하는 것， motor operated valve 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등이 대부분의 recovery 를 차지한다. 따라셔 이와 같은 r없;very 가 고려될 수 있는

사건들의 조합 (일종의 cut s앙) 들을 도출하고 여에 대해 필요한 r뼈Ivery action 을

추가하면된다.

Recovery 에셔는 recovery 가 고려될 수 있는 사건들의 조합을 table 화하고 이에

r없very 가 고려된 사건들의 조합을 역시 table 화한다. 이로부터 recovery 분석을

수행하는 SIW 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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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OS등에 한 모율로셔도 들어 었다.

• Ru1e-B잃ed Recovery

Rule-B없ed R!없Ivery SIW (Window 버전)은 R&R에 참여한 멕시쿄 I正에셔 개발하고

있는데， If -Then R띠e을 사용하여 R없very를 설행하고자 하는 SIW이다. 현재

version 0.1에 공개되 어 었다.

(2) 깨발현황

EPRI R&R과제에셔 작 협무에 투여되는 작년 Resource 를 보면 API 개발 (20%), CAFTA

Win (10%), Eα)S (10%), 기타 SIW(10%), Training/Support (50%) 로서 코드 개발뿔만이

아니라 개발된 료드를 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엽무가 전체 인력의 50%

정도를 차지함을 얄 수 있다. 현재는 ETA-Win에도 인력올 많이 투여하고 있다.

EPRI는 I단계로셔 93.6 부터 96.1 2까지로 개발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범위에

대한 배경으로는 정버규정에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또한 각 사업자가 수행한 PSA

결과를 활용하고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므로 먼저 Living PSA용 S째를 개발하는데

열차적인목적이 었다.

이차적인 배경으로는 회원사가 요구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PSA 활용목적외에 현장에셔의 인력 몇 시간이 많이드는 엽무에 대한 부탑을

털어주고 수록한 결과는 데이타베이스로 저장하여 추후 통계처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진 분야들이 많이 있다. 또한 규제대처업무로셔 셜버개조 및 절차셔 개쟁 등에

대한 안전생 분석엽무， Tech Spec 개선에 대한분석엽무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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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폰의 정적 PSA모텔을 원전 현장에셔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Living PSA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많은사항들이 고려되어야한다.

EPRIlSAIC 애서는 각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방볍론을 확립하고 필요한

SIW 를 개발하기 위하여 Focus Group 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item 에 대해

관심을 가진 utility 사용자틀， 용역회사동이 EPRIJSAIC 와 함께 5 - 10명 갱도의 group 을

형생한다. 이 group 의 역할은 다움과같다.

• 새로운 개발 item 에 대한 방법론 시험 및 개발

• 각개발 item 의 우선순위 결정

• 필요 SIW 개발

Focus Group 애셔 처리하는 item 은 다읍과 같은 것이 있다.

• Risk Ranking

• Fire Tools

• On-line Risk Monitors

• Result Presentation

• PSA Documentation (ESA티

• PSA Tools (CAFfA-Win, ETA, Recoveη)

• API

현재 많은 사용자의 관섬사는 미국의 Maintenance Rule 울 대처할 수 있는 SIW 의 개발

PSA 의 결과 Presentation tool 펀리한 PSA 수행 to이 등의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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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중 빼intenance Rule 을 대처할 수 있는 SIW 의 개발에 있어셔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현재 개발중인 Eα)S 가 이 역할을 어노 갱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EOOS 를 보완하여 이를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나. KAERI 깨발내용

(1) 알고려줌재발

• R&R Workstation의 핵심이 되는 알고리즘은 최소단절집합 (minimal en잉et) 틀을

생생하는 알고리즘으로셔 IPE 수행 쿄드나 Risk Monitor SIW 등에셔 모두 이

최소단절집합 생생 알고리즘이 휠요하며 특히 Risk Monitor SIW 에셔는 매우 빠륜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R&R의 이 최소단절집합 생생 알고리즘은

CAFT‘A예셔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나 경챙 회사의 RELMCS 알고리즘 보다 느련

것으로 알려져셔 SAlC는 웰리 빠른 최소단절집합 생생 알고리즘을 KAERI가

개발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 KIRAP과 CAFfA알고리즘 속도 비교

CAFfA는 SAlC에셔 만든 컷으로 KAERI의 KIRAP과 같이 노심 용융빈도를

계산하는 코드이다.94년여륨에 KIRAP 과 CAFfA 최소단절집합 쟁성 알고리즘

속도를 비교한결과대체로 KIRAP의 알고리즘이 CAFfA의 것 보다 3 -4 배 느렸다.

그리고 94년 여륨 까지도 KIRAP은 사용자가 일일이 User Program을 Trial-Error로

찾아셔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점 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그 후 알고리즘을

꾸준히 개션하여 현재는 시간이 많이 결리는 큰 고장수목 모텔에셔 대체로

CA만‘A보다 KIRAP의 최소단절집합 생생 알고리즘이 3 -4 배 이상 빠르고， User

Program 등의 사용하기 불편한 점틀을 모두 개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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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T386

KIRAP의 최소단절집합 생생 알고리즘어 들어 있는 료드로셔 영광 3,4 호기 PSA

모텔의 경우에는 KIRAP 이 CAFfA 에 버해 억: 3 ·4 배 청도 최소단철집합을쟁생

하였으며，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도 KIRAP 이 빠른 시간내에 최소단절집합을 생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PRIlSAlC 에셔는 cut set generator 는 기존의 CAFfA cut set

generator 와 KIRAP cut set generator 즉， KCUT386 를 R&R의 CAFfA 및 EOOS

등에셔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EPRI R&R 의 S!W 룰 수쟁하였다.

• RESTRUCl’

RESTRUCT 는 Risk 'Monitor 용 알고리즘으로 KAERI에셔 개발 하였다. SAlC의 Risk

Monitor 죽 R&R Workstation의 Risk Monitor~ EOOS 에셔는 현채 두가지 방볍으로

기기 고장 (포는 수라나 Test) 으로 인한 발전소 위험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

방법은 이미 구해진 다It않i뜰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발전소 위험도의 변화를 빠르게

구할 수 있으나 부갱확하게 구하며 다른 한 방법은 Fa띠t Tree어1셔 부터 재 계산

하는 것으로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나기존의 CAFTA code 등에셔는 너무 시간이

오래 결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셔 이미 구해잔 cutsεt을 이용하는 방법에셔 이 방법의 단정인 부쟁확생을

보완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 했다. 즉 cutset을 구할 때 한 기기의 고장

빈도가 작아셔 무시하고 구하지 않았던 minim외 αltset이 그 기기가 고장으로 고장

빈도가 l어 되면 무시했던 그 cutset을 무시 활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A 의 값이

작아셔 ‘ ABC’때et을 무시했다고 하자. 그헌데 A가 고장이면 A의 고장빈도는 ‘ l ’

이되므로 .‘ABC’ cutset은 무시 못할 값이 된다.) 그런데 이미 구한 cutsets에는 이

무시한 cutset (즉， ‘ABC’)이 없으므로 기존의 최소단절집합을 이용해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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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쟁확하게 된다. Fa버1 Tree로 부터 재 계산 하지 않고 다시 빵랴 이 무시한 cutset 을

찾는 알고리즘이 RESTRUCT어다. 자세한것은 나 의 (2)에 기술되어 있다.

• CACUT

MOCUS 알고리즘을 개션한 CARA [SD-I]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새로운 Cutset 생생

프로그햄인 CACUT(Cara Applied CUTsets generation program)을 개발하였다.

아직 초기 프로그햄으로 개선 활 여지가 많고 충분히 시힘을 못했으나 개선된

KIRAP과 견줄 수 있으므로 나중에 KIRAP의 최소단절집합 생생 프로그햄을 보완

하던가 대쳐l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CACUT은 고장 수목 논리를 얽어셔 OR 게이트는 수직으로 전개하고 AND

게이트는 수평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Tree를 만틀고 이 Tree를 읽어셔 최소단절

집합을 구하눈 프로그햄이다.

• KIRAP Filter

CAFI‘A-Win 및 E∞S 에셔 KIRAP 의 cut set generator (KCUT386)을 이용활 겸우

KIRAP과 CAFTA-Win 의 셔로 다른 엽.출력 형태를 연결 해 주는 program

(Filter)이 필요하며 이 Filter를 KAERl와 SAlC가 공동으로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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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TRUC’I ‘ 알고리즘

• 개요

On-line maintenance로 Risk Monitor의 중요생이 부각되면서 빠른게 Risk률 재계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예를 들면 가동 중인 펌프 A를 원전 가동 중 시험하기

의해셔 Out of Seπice (∞S)를 시키면 그로인해 그 원전의 CDF가 증가할 것이다.

이 증가될 새 CDF를 구하는 방법은 현재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 중에 었다. 기폰의 2 가지 방법은 첫째 , 펌프 A의 failure

frequency를 1로 입력하고 fa띠t σ'ee logic에서 부터 전부 다시 계산하는 방법 이고，

두번 째는 이미 구해진 최소 단절 집합 (Minimal Cutsels)을 이용하여 야 최소 단절

집합에서 펌프 A의 fail따e frequen다r를 1로 입 력하여 CDF를 계산하는 방법 이다.

첫번째 방법은 정확하게 CDF를 구할 수 있으나 계산 시간이 오래 컬리는 단점이

있고 두번째 방법은 빵리 계산 할 수 있으나 부정확한 CDF를 계산 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구할 때 ‘ ABC ’ 의 값이 Truncation 값보다 작아셔 무시 했었는데

(여기셔， A를 펌프 A의 이용 불능도라고 하자.) 펌프 A를 ∞S하면 A의 값은

l이되므로 ‘ABC’는 Trun때on 값보다 커질 수 있어셔 ‘ABC’ 가 펌프 A가 ooS 일

때의 최소 단철 집합에는틀어 가야하므로 ‘ABC’가 없는 이미 구해 놓은 최소 단정

집합으로CDF를 구하면 부정확해지기마련이다.

따라셔 새로운 RESTRUCT 알고리즘은 기존의 최소 단절 집합을 이용하되 없어진

‘ABC’만찾아셔 기존의 최소 단절 집합에 추가해셔 CDF를 계산하는방법이다.

다음은 이 새로운 방법에 대한 셜명이다.

Step 1. OOS기기를 포함하는 최소단갤 집합을 모두 구활수 있는 그러나최대한

간단한고장수목논리를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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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Step 1 의 최대한 간단한 고장 수목 논리를 풀어셔 OOS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최소단절 집합융 구해셔 기폰의 최소단절 집합 중 OOS기기를

포함하는최소단절 집합과벼교한다.

Step 3. 만약 기폰의 최소단절 집합이 OOS기기를 포함하는 일부최소단절

집합을가지고 었지 않다면 그 최소단절 집합을 기존의 최소단절 집합어l

포함시켜 CDF를 구한다.

위의 Step 1을 위하여 새 프로그햄인 ‘RESTRUCT.C ’를 C 언어로 구현하였다.

• RESTRUCT 활용 예

다읍 혜는 이 ‘RESTRUCT.C ’ 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ππOR.USR’

는 단지 다읍의 한줄의 명령문을 탐고 있다.

RESTRUC(“TUTOR.CUT" 10FF· WTKOOAR /TOp· Gl) ----- (1)

그리고 ‘RESTRUCTC’에셔 ‘RESTRUCT.EXE ’ 화일을 만들었다고 하면 ,

RESTRUCT TUTOR.USR NEW.CUT -------------------------- -----(2)

(2)의 명령문은 원래의 고장 수목 논리 (‘ππOR.CUT’에 있는 )를 매우 간단한 고강

수목 논리로 비 꾸어 ‘NEW.CUT’ 화일에 저장한다. (1)에셔 {fOP 옵션은 Top Event가

Gl 임을 , 그리고 10핸 옵션은 ‘WTKOO뼈’ 가 OOS 기기입융 나타낸다.

즉， ‘ ππOR.CUT’ 화일에 고창 수목 논리가 아래 그림 50-1과 같았는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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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 WPMOODA + WPMOODS + G2.
G2 = G3 + WXVOB3M.
G3 :; G5 .'G4.
G5 = WXVOA4M + WXVOA2C + 06.
G4=W’fKOOBR + WXVOB2C + WXVOBIM.
G6 = WfKOOAR + G7.
G7 = WFMOOFW + WHVOO IX.

그렴 5D-1 ‘ TUTOR.CUT’ 화얼에 있는 고장 수목 논리

RESTRUCT 얄고리즘을 적용하여 ‘NEW.Cur’ 화일에 아래와 같야 매우 칸단한

고장수목 논리를 만들었다.

Gl =G3

G3 = WTKOOAR • G4.

G4 = WTKOOBR + WXVOB2C + WXVOBIM.

여기셔， ‘w1’KOOAR’ 는 OOS 기기이다.

이 NEW.CUT에 있는 새로운 고장수목 논리는 ππORCur의 원래의 고장수목

논리 보다 간단하가 때문에 이 새로운 고장수목 논라를 이용하여 OOS 기기가

모우들어 있는 최소단절 집합을 구하는 것은빠르다. 그려나아직 Step 2와 Step 3는

구현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법어 기폰에 구한 최소단갤 집합을 이용하지

않고 고장수목 논리에셔 부터 재계산하는 방법 보다 열마나 효율적인가는 더

연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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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RUCT 데이타구조

Event를 저장하는 데이타 구조는 다음과 같다.

W뼈.ef앙mα n때e_·뺑

{char ·때me;

char type;

struct n때e_type *sibling. *child, *parent;

} n여e; /* n여.e-tree 하ray */

n때eHUGER *n떠es， *m외eptr， *a-ptr, *subn때.e;

여기셔" name 은 event name (측， Gl , G2, WTKOOAR, ..)이고 , type 는 gate 앙pe(즉，

+,. ), 그리고 각 n여g는 째개의 포언터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 version에는 parent

포인터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 Event를 저장하는 방법

Restruct.c 프로그햄은 그렴 5D-l의 고장수목 논리를 읽어셔 다옵 그렴 5D-2와같이

저장한다. 예를틀면， 그림 5D-2에셔

• 그림 5D-2의 첫째 줄입력율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n여esl1].name = “ Gl" , nodes[l].type = ‘+’, nodes[l]• child• .name=“ WPMOODA",

n여es[l) • child • sibling• .name= “ WPMO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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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D·2의둘째줄입력을아래와같이표현함을나타낸다

n때es[2].name==“G2" ， n여es[2].type = ‘+’, ....

D<녕.es[2] ↑child↑.name==“G3" ，

n빼.es[2] • child • sibling• .name == “ WXVOB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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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LChi서 WPMOODA 나bling커 WPMOODS ←SI비ng커 G2

| 떤 1

L삐Id궈 G3 뉴sibling커 WXVOB3M I

! 떤 |
LChild커 G5 뉴sibling커 G4 I

l 떤 l
LChl썩 WXV뼈M 뉴sIbling커 WXVO따C 뉴sibling케-현

| 떤 |
LChlld거 WT재때K때때00뼈o뼈B밟R객 뉴sib이바”빼i

| 현 l
LCh뼈궈 WTKOO뼈 나Ibhng→c펀

I C:
7

I
Lc빠

그렴 5D-2 때모리에 져장훤 고장수목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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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RUCT 알고리즘프로그햄

ooS기기가 주어졌을 때 고강수목 논리를 간단히 재구생하는 RESTRUCT 알고리즘

프로그햄은다읍과같다.

o OFFS[i]를 고장수목논리에서 없애 버릴 node들이 들어 있는 stack으로 한다.

처음에는 단지 ∞S 가기만 OFFS[i]에 있다.

o Process p• (n여es[i] pointed to by p) for every nodes[i].

o Ir( P• .type is ‘ +’):

p• =p• child • sibling; (sometimes, p• =p• child; )

If (p• .name is in OFFS[i]):

store nodes[i] in OFFS 앙ack~

mark nodes[i);

Else

p• =p• sibling,

Repeat above If -Else loop until the end of sibling;

ELSE

p• =p• child • sibling; (some디mes， p• =p• child; )

Ifφ↑.n없ne is in OFFS[i]):

p↑.따me:: OFFS[l]~

store n때es[i] in OFFS stack;

make nodes(i] be OFFS[l] ;

Else

p• =p• sibling;

Repeat above If -Else loop until the end of sibling;

o Process P• (nodes[i) pointed to by p) for εvery nodes[i].

o If( P• .name is not marked):

fprintf (name = p• child.name p• .type p• child • sibl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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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R Workstation 의 한글화

국내 원전 운전자나 정바 보수 요원 일부는 영어 및 PSA 용어 둥이 익숙치 않으므로

이틀이 사용할 R&RWor:않taion 은 한글화가 펼요하며 한글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SIW는

E∞s라하겠다.

EPRIlSAIC에셔는 이행게 비 영어 사용국에서 자기 나라 언어에 맞게‘ R&R Works때on을

쉽게 고치게 할 수 있도록 일부 Source 프로그햄을 제공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CAFTA-win

의 고장수복펀집기를 한을화했다.

이 한글화 작업은 어렵지 않은데 우션 한글 MS-Window를 사용하여야 하며 MS C++ 를

이용하여 단지 영어로 된 Menu t.J- Dialog 등을 해당 한글 용어로 바꾸어 주고 다시

캠파일해셔 DLL (Dynamic Linking Libf때)을 만들어 주면된다.

(4) Window용 CAFTA 검증

MS-Window용 CAFI'A인 CAFrA-Win 를 SAlC는 두가지 방법으로 개발하였었다. 첫째

방법은 DOS 용 CAFfA의 cut set generator (CUT386)의 DOS 실행 화열을 불러셔 사용하는

방볍여고 다른 하나는 DOS 용 CAFfA의 FORTRAN으로 된 최소단절집합 생생

알고리즘을 C 언어로 고쳐서 Window용 CAFfA개발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개발된 CAFfA-Win 이 제대로 작동하고 계산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의 일부를

KAERI 가 맡아셔 수행 했다. 두번째 방법의 CAFfA-Win 은 개발 중 개발자의 이직으로

중단되었다.(이때， 최소단절집합 생생 알고리즘의 얼부만 C언어로 고친 상태였고

따라셔 DOS용 CAFI'A의 보다 약 10배쟁도 느렸융) 따라셔， 현재 공개된 CAFI‘A-Win 은

DOS 용 CA깐‘A의 최소단절집합 생생 프로그햄인 CQUANT( 설행 화일은 CUT386.E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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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셔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이 CUT386.E효 대신에 KIRAP의 최소단절집합 생생

프로그햄인 KCUT386.E양흘 불러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었다.

(5) API 률 이용한 SIW 개발

API 를 이용하여 두개의 Cut않양 화일을 비교할 수 있는 Visual Basic 프로그댐 CSCOMP을

개발하였다. CSCOMP는 다음 그림 파 같은폐， 이 그럼에셔 먼저 Cutseα #1 및 Cut않ts #2

단추를 눌러셔 두개의 Cutsets롤 션택한 다읍， Compare단추를 click하면 3번째 화면에는

Cut앓ts #1 화엘에만 있는 Cutsets들어 나타나고 4번째 화변에는 Cut앓ts #2 화엘에만 있는

Cu않ts틀만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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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적용

국내에셔는 영광 3.4호기를 대상으로 EOOS 모텔을 시험 구축하기 위해 95년 4윌 3일부터

4월 7일까지 SAlC 를 방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영광 3,4 호기 PSA

모텔을 EOOS용으로 구생하였다.

• EOOS risk monitor 의 가능을 시혐

• Risk Monitor 용 PSA 모델 구축 방법론 습득

이률 위해 영광 3，4효기 PSA 모텔을 검토하고 이의 많은 부분올 CAFI'A 쿄프용으로

변환하였다. 영광 3.4호기 PSA 모멜의 특생때문에 모든 모텔을 Eα)S 용으로 변환하지는

뭇혔지만 CDF 의 약 90%를 차지하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모델틀을 EOOS 용으로

재구생하였다. 기타 약 10% 정도는 이를 EOOS 용으로 재구생하기 위해셔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출장에셔는 보류하였다.

EOOS 에셔는 PSA 모탤뿔만 아니라 PSA 모델의 기본사건 및 실제 발전소 기기의 관계，

간단한 P&ID 등 여러가지 데이타가필요하여 출장전에 이에 대한자료를 쟁리하였다.

SAlC 출장에셔는 구생된 모탤 및 데이타를 EOOS 에 입력시키는 작엽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EOOS Risk monitor 를 시험하였다.

4. KAERI의 R&R Workstation 참여 방향

가. 깨요

(1) R&R Workstation과 KAERI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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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는 R&R Workstation 과제에 참여 함으로셔 R&R Workstation 과제애셔

개발하는 모든 S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S째 를 국내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계약에 의하여 KAERI가 3 rnan-y없r를 R&R Workstation 개발에 참여하기 로 하여

주로 빠른 최소단절집합 생생 알고리픔 개발에 참여 했으며 그 밖에 Window용

CArrA 검증 및 한글화등을 수행 했다.

(2) KAERI의 R&R Workstation 참여 효과

KAERI 가 R&R Workstation 국제공동개발 연구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얻은 것들은 다읍과

같다.

• KIRAP 의 개선

• R&R Workstation 국제공동개발 연구에 참여하여 94년 7윌 KIRAP과 CAFI‘A의

최소단철 집합 생생 휴도를 버교한 바 대체로 KIRAP이 CArrA 보다 3 - 4 배

느렸고 일부 Bug 몇 사용하기 불편한 정들이 있었읍.

• 그 후 KIRAP의 꾸준한 알고리즘 개션 노력에 의하여 지금은 큰 고장 수목

모텔에셔 CAF1‘A보다 3 - 4배이상 빠르게 최소단절집합을 생생활 수 있게

되였다.

• 아직 최선 버전 KIRAP은 QA가 안 끝났으나R&R Workstation-으l 핵섬 SfW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었다.

• PSA 웅용 SfW 획득 및 개발기술 일부습득

• R&R Workstation으로 개발된 모든 SIW는 가질 수 있으며 열부 SIW는 Source까지

얻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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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비롯한외국의 PSA 관련 원자력계 흐릅 파악

• R&R Workstaion 사용자 회의에 참석하여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PSA 관련

원자력계 효륨을 파악 할 수가 있었읍.

(3) KAERI 참여 분야

KAERI와 EPRI가 맺은 R&R계약서 1.2절에 보면 2 man-y앓IS를 R&Rso율W하g를 고치는데

필요한훈련을 받을 때와 R&R 기술개발 Support에 사용하도록 되어 었으므로 RapidTag 벚

Eα)S (울진 원전 용 )의 한전 셜치시의 기술 자문을 받을 때 사용하고 (즉， I」Ogo를

KAERI로 바꾸고， 일부 한글화하기 등) 필요시 μvel 2 용 SIW 개발시에 사용하면 될

듯하다. 물론 Fast Algorithm 개발， API률 이용한 PSA 웅용 SIW 개발은 계속해야 한다.

나. 국내활용방안

(1) EOOS

영광 3，4호기 용 EooS 에셔는 risk monitor 의 시험용으로만 이용한다는 기준하에셔
D

속

PSA 모델을 변환하지 않았으며 단지 추후 구축할 risk monitor 륜 위해 앞으로 어떠한

작업들을수행하여야할지 또한 PSA 모텔은 어떠한식으로 구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시험하였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울진 3.4 PSA 를 수행하고 이 PSA 가 완료되는 95년 하반기에

올진 3,4 PSA 릎 이용하여 울진 3 ，4용 EooS 를 본격척으로 구축할 계획올 하고 있다.

예상소요 인력은 2 - 3명이 2달 정도 작엽할 양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구축한 EooS는

울진 원전 등의 On-line Maintenance 에 활용하여 헥연료 재장전 기간을 단축할계획이다.

-389-



(2) Rapidπ‘ag

Tag 라 함은 원전에서 보수 및 시험등을 행할 때 각 대상기기를 mark 하는 컷을 뭇한다.

Rapid Tag는 이와 같은 tagging 엽무를 전산화하고 관리하는 SW 이다. Rapidπag은 버교적

간단한 웅용 프로그댐이기 때문에 국내에 셜치하기가 쉬우며 사용할 데이타 때이스도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필요시 국내 원전의 미비한 Tag 관련 데이타베이스를

정바하기가용이하다

EPRIlSAlC에서는 KAERI 가원하면 하나의 원전을 대상으로 Rapidffag 를 이용하는 방법

및 이에 필요한모탤을 구생하는 것을 R&R사용자 지원차원에셔 이를 지원할와사가 있는

것으로판단된다.

Rapid πag 률 이용한 tagging sy앙em 구촉을 위해셔는 Rapid Tag 성명셔 파악， 현장의

tagging 절차파악후 SAlC 를 방문하여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었다.

Tagging system 은 원전 현장의 운전원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셔， Rapid Tag 롤 이용하기

위해셔는 먼저 현장을 방문하여 tag명ng sy않em 의 필요생， 현재 사용되고 있는 tagging

방법등을 현장 운전원들과상의하고 Tag밍ng system 셜치의 타당생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필요생이 인정되면 가능하다면 현장과 합동으로 Rapid Tag 의 현장갤치를 추진하논 것이

바람직하다.

(3) API

API 는 PSA 웅용 SIW 개발시 근간이 되는 Library SIW이므로 API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한다 95년 5월의 User’s group meeting 에셔도 EPRIlSAlC 는 “각 사용자가 API 를

이용하여 개발한 product 는 이를 만든 사용자가 소유권을 가잔다. 또한 이 product 를

R&R 사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라고 하였으므로 국내에셔 필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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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하여야 활 SIW 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되 그 외에는 API 의 기능을 이용하여 SIW 률

개발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SAlC 의 API Work Week에 참여하여 API 의 기능을 시험하고 이률 이용하여 두개의

최소단절 집합 화일을 비교할 수 있는 소프트꿰어를 개발하였다. (자셰한 것은 3.나.(5)

창조)

(4) Rule-Based Recovery

EPRI R&R 에셔 개발하고 었는 R띠e-Based RJ없Ivery 방법은 KAERl 가 생각하고 있던

방법과동얼하다. 그러나EPRI R&R 에셔 개발하는 Recovery 코드는 CAFrA 의 cut set 저장

방식에 대해셔반작엽을 하도록되어 았다. 따라셔 이 방식을 KIRAP 에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KAERI 에셔는 Recovery 률 수행 기능을 KIRAP 에 추가 했다.

다. KAERI 깨발 방향

(I) KIRAP코드와 R&R과의 판련

현재 EPRIlSAlC의 CAFI‘A-Win이나 E∞S에셔 SAlC의 최소단갤집합 생생 프로그햄인

CQUANT(실제 화일 이륨은 CUT386.E짚) 대신에 KIRAP의 최소단갤집합 생생

프로그댐인 KCUT386.EXE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KCUT386‘EXE는 KIRAP용이기

때문에 CAFfA용인 CUT386.E표의 기능을 모두 제공하지 뭇하고 었다. 예를툴면

CAFfA에셔는 “ CUT386 -p 5e-8"로서 command 문으로 truncation probability를 control할 수

있으나 KIRAP에셔는 한 화일(User 화일) 안에 “ IPROBA • 5e-8" 옵션을 명기함으로셔

tnmca다on probability를 control한다. 따라셔 많은 CAFfA의 C따386.E뾰기능을 KIRA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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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T386.EXE 에셔 호환시키기 위해셔는 어느 쟁도 EPRIlSAIC 협의할 필요생이

생긴다. 이 경우 1 - 2탈정도 SAlC 를방문하여 지원을해야할경우가발생활수 었다.

다음은 CAFfA-Win에서 KIRAP의 최소단절집합 생생 프로그햄언 KCUT386.EXE이

어떻게 연계될 컷인가 이해하기 쉽게 CAFfA-Win의 구조를 셜명하였으며， 아울러 앓R과

연계되는 KIRAP과는 벌개로 독자적으로 Window 용으로 개발되는 K.IRAP에 대해

기술하였다.

• CAFfA-Win

CAFfA 는 f때ttree 구생 , Database 빼itor， event tree 빼itor , cut set gene떼or， cut set

벼itor， 결과 해석 program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AlC 에셔는 이중 f뻐ttree 려itor，

database editor, cut set 혀itor 를 Wmdows 용으로 개발하였으며， recovery 없talysis

code, event tree 혀itor， 결과 presentation program 을 Windows 용으로 개발중에 었다.

Cut set generator 의 경우에는 이를 Windows 용으로 개발하려 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 (재 programming 에 소요되눈 인력 및 계산 속도의 저하) 로 Dos 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CAFfA 에셔는 PSA 모멜을 주어졌을 때 계산을

수행하려면 많은 수작엽이 필요하다. 이것은 KIRAP 의 경우도 마찬기지이다.

SAlC는 CAFTA-Win 을 개발하면셔 PSA 모델과계산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SIW 개발을 계획중에 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전체적인 방법은 알려지지

않고있다.

SAlC 에셔는 Programming language 로는 Visual-C 를 이용하여 대부분 주요한

가능을 구현하고 있으며 얼부는 Vis뻐I-basic 을 사용하고 있다. Windows 용 SIW

틀을 개발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조그마한 SIW component 로 구현하고 있다. 이

SfW ∞mponent 들은 API (Applications Program Interfa뼈 라고 불련다. API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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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이 가능한 component 이다. CAFfA-Win 의 fa띠t tree벼itor 나 ETA (Event tree

명itor) 등은 이들 API 에 기초하여 작생되고 있다. API 률 이용할 경우 Visu외-Basic

동을 사용하여 R&R 사용자도 간단한 기능을 가전 fault tree editor 등을 쉽게 구현할

수있다.

또한 EPRI R&R 에셔는 CAFfA 외에도 NUPRA, CAFfA, RELMCS 등 다른 기관에셔

개발된 PSA package 와의 연결 사용을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 5D-4와 같이 KIRAP, SETS, NUPRA 등 다른 PSA 코드로 생생된

fa띠ttree 를 얽는 conversion program (이와 같은 것을 filter 라고 합) 율 개발하여

CAFfA 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할수 있도록하고 었다.

FTED (Fault
Tree Edito깨

DLL Procedure for
CAFTA

*.CAF
(CAFTA files)

DLL Procedure for
KIRAP

*.FTD
(KIRAP files)

DLL Procedure for
SET

*.SET
(SETS files)

그렴 5D-3 타 PSA Tool의 Fault Tree Model을 변환하는CAF1‘A-Win의 깨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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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채 개발중인 filter 들의 주요 목척은 다른 PSA package 의 fault tree 맺 cut set 을

읽어 CAFTA 에서 사용할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이 외에 특수한 예로셔는 cut set generator 들을 위한 filter 가 있다. Cut set generator

의 경우에는 CArrA의 cut set generator 외에 KIRAP ， REL~CS ， SETS 쿄드들의 input

file 을 생생할 수 있는 filter 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KIRAP, RELMCS, SETS 등에셔

계산한 결과를 다시 CAFfA-Win 으로 넘겨주는 filter 는 각 코드의 개발자가

작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95년까지는 KIRAP, NUPRA 등 EPRI R&R 의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PSA package에 대해 이러한filter가개발될것으로 예상된다.

SAlC 가 cut set generator 를 여러 다른 PSA package 의 cut set generator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CAFTA cut set generator 가 다른 것이 비해 버교적 늦기

때문이다. KIRAP 과 버쿄하여 보면 KIRAP cut set generator 는 그동안 algorithm 에

상당한 개션이 이루어져 SAlC 의 CAFTA 와 버교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매우

우수한 컷으로 평가되었다. 몇 명 경우에는 KIRAP 이 CAFTA 에 비해 5배 야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SAlC 에셔는 R&R 과제에셔 cut set generator 는 CArrA 및

KIRAP 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Filter 틀을 개발할 때 Cut set generator 외에는 SAlC 는 먼저 다른 PSA package 의

fault tree 및 cut set 을 읽어 CAFTA 에셔 사용할 수 있는 filter 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CAFI'A 의 data 들을 다른 전산쿄드의 data 로 변환하는 filter 의 개발은

계획되고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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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모탤 데이타， 분석절차를

따라셔 다론 PSA package 로 작생된 data 를 CAFrA 로 변환하는 filter 는 R&R 에셔

개발할 예쟁야나， CAFTA 에셔 작생된 data 를 KIRAP 둥 다른 PSA package 로

변환하는 filter 에 대한 개발은 계획되고 있지 않다. 적어도 KAERI 는 R&R 의

사용자로서 CAFrA를 KIRAP 으로 변환하는 filter 의 개발을 요구활 필요가 있다고

본다

CAFfA 의 data 룰 KIRAP 으로 간단히 변환할 수 있다면 PSA package 에 필요한

일부 기능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EPRI R&R 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애 따라서는 KIRAP 과 CAFfA를혼용하여사용할수도 있을것어다.

• KIRAP

KIRAP 은 그동안 사용되었던 Dos version 줌 사용자 interface 가 많은 부분을

Windows 용으로 변환하여 냐가고 있다. 현재는 Fa띠ttree 빼itor 와 event 암'ee 빼tor

의 beta version 이 개발되어 시험용으로 rei없se 되었다.

KIRAP-Win 개발에셔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Windows 용 SIW 개발아 아니라 PSA

분석. PSA 웅용 프로그햄 개발， PSA 검토둥을 모두 지원활 수 있는 Platform SIW 의

개발이다.

KIRAP-Win 의 개발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다.

• 사용자 interfat_~ 가 많은 부분은 Windows 용으로 개발 (Cut set generator 와 같이

계산을 위주로 하는 SIW 는 Dos 용을 그대로 사용)

• pr매∞t Manager

데이타때이스화

• PSA 분석철차를자동화(하나의 명령으로모든분석을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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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 모탤간의 interface 를 보강하고 PSA 모텔과 P&ID 등과의 연결을 추구 (PSA

분석 및 검토가용이)

개발전략에셔 보면 Project manager의 도입과 PSA 분석철차를 자동화함으로써 PSA

분석을 편리하게 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즉 모든 모델과 데이타， 분석절차가

통합되어 분석이 하나의 명령어에 의해 수행 가능해집으로 PSA 웅용 프로그햄의

개발이 용이해진다. PSA 수행후 PSA 분석가 (PSA 수행 당사자 및 검토자) 가

모탤을 검토하는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모델을 롱합하고 이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PSA 모멜 검토 방법을 보완할 것이다. 특히 fault tree model 에

포함되 기본사건과P&ID 의 기기를 동시에 display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PSA 전문가가아니라도 PSA 검토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률 위하여 먼저 prl에ectm때ager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PSA 분석에 필요한 모든

모댈， data, 분석 절차를 pr，매ect manager 에셔 판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 PSA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project manager 에 등록시키고， 필요한 계산 절차까지도

감이등록을시킨다.

지금까지 PSA 수행절차를 보면 모든 모멜과 data 는 하나의 difi없ory 등에

저장함으로써 이를 관리하였다. 따라셔 PSA 완료후에도 이들 모멜 및 자료는 다른

분석자가 간단히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분석 절차는 적절히 판리되지 않아 PSA

완료후 다론 분석자가 이를파악하려면 장당한 시칸이 소요되었다. PSA 를 다른

분석자가단순 재평가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시깐이 필요하였다.Pr이ect manager는

모든 계산절차까지도데이타베이스화함으로셔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합것이다.

이와 함께 PSA 모든 분석을 하나의 명령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틀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중 가장 먼저 펼요한 가능은 Rule-based rl없Ivery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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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의 모든 계산과정은 u앓r program 에 의해 처리가

된다. 그러나 일차적인 사고정량화후 이에 recovery 를 반영하는 작엽이 수작업므로

처리되어 왔다. RI없Ivery 처리 때문에 하나의 명령에 의한 전체 계산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위해 R∞overy 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KIRAP-CUT 에

추가했고 QA 줌이다. 지금까지는 민감도 분석 수행시 다론 계산은 하나의

명령으로 처리되었으나R없Ivery 분석에 많은 시깐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져1

Rule-based r，뼈Ivery 기능이 검증되면 민감도 분석도 하나의 명령에 의해 수행할 수

있을컷이다.

KIRAP-Win 개발시 가능하면 R&R 에셔 개발된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Cut

set generator 나 fa띠t tree editor, event tree editor 등 많이 사용되면셔도 필수적인

기능들은 자체적으로 개밥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다. 대신 많이 사용되지

않으면셔 필수적이 아닌 기능들은 R&R 의 API 를파악하여 이를 이용하고자한다.

단 R&R 의 API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셔는 CAFfA 와 KIRAP 의 데이타 변환이

용이하여야한다.

(2) Fast Algorithm

앞의 3.나.(1)에셔 언급한 RESTRUCT 및 CAcm을 더욱 보강하여 RESTRUCT

알고리즘은 많OS에 활용하고 CAcm 알고리즘은 KIRAP의 KClπ386을 대체 또는

보완하도록 계속 연구한다.

(3) Focus Group

Focus group 은 앞에셔 셜명한 바와 같이 주요 item 에 대해 방법론 개발， 개발방안， SfW

개발동에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반영하기 위해 구생되는 소큐모 그룹이다. Focu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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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셔는 주어진 issue (예를 들면 maintenance rule 대처， PSA 결과 presentation 방법)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론등을 시험하고 제시하기도 하며 EPRIlSAIC 는 이 의견을 반영하여

SIW개발을 수행한다.

지금 EPRI R&R 의 개발장황을 보면 기본적인 SIW 의 개발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지금부터는사용자들이 원하는 SIW 의 보완벚 개발에 중점올 물 계획이며， 여기에셔 focus

group 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셔 KAERI 에셔도 관심있는 분야의 focus group 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U디lily 와

요구사함， 용역회사들의 접근방법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방법론등에 대한

idea 룰 수집할 필요가 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은 계속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Risk Ranking, Result Presentation, PSA Documentation

• On-line Risk Monitors

• PSAT∞Is， API

(3) KIRAP의 국내외 판매

사용하기 편해지고 속도가 개선된 KIRAP은 정밀한 QA후에 자신 있게 원자력계외에도

한국가스공사등 비 원자력 계에 팔아야하며 국외에도 팔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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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AERI의 SIW 깨발 방향

• R&R의 API롤 이용하여 많OS 같은 필요한 SIW를 개발하고 점하 R&R의 API 같은

Library를 개발한다. 따라셔， KIRAP·Win 같이 KAERI 독자의 SIW를 만들때 sAle

접근 방법 같이 API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한 SIW를 만들어 나가야할것이다.

• R&R의 API를 이용하여 만든 SIW도 KAERI가 상용화 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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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룩 5-E EOOS 를 이용한 Risk

삐onitor시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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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E. EOOS 를 이용한 Risk Monitor 시범 구축

1. 재요

원전에 대한 risk monitor 의 개념을 시협하기 위하여 R&R 에셔 개발된 EooS (Equipment

Out of Service)를 시험.구축하였다. 여기셔의 목적은 크게 다읍과같은두가지이다.

• EooS risk monitor 의 기능을 시험

• Risk monitor 용 PSA 모텔 구축 방법론 습득

본 업무에셔는 Eα)S 의 기능을 시험하고 risk monitor 용 PSA 모텔 구축 방법론을

시협하기 위하여 영광 3.4 호기 PSA 모델을 참고자료로 이용하여 수정하였으며 필요한

da빼ase file 틀을 시험용으로 작생하였다. 영광 3.4 호기 PSA 모탤을 변환하면셔 때

monitor 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껑이 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엽무에셔는 다sk monitor 를 시혐할 목적으로 영광 3.4 호기 PSA 모탤중 약 90 % 갱도만을

임시적으로 EooS 에 맞게 변환하였다. EooS 에는 휠요한 많은 database죄Ie 틀이 었다，

이 file 틀을 작생하기 위해셔는 원전의 기기 tag 번호， 시험 및 보수 정차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 Jl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엽무에셔는 risk monitor 의 기능 시험에

목적이 잇으므로 지기 tag 번호는 PSA 모텔의 이륨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사함틀을 간단히 가쟁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에셔는 EOOS 의 기능 및 구생을 간단히 소개하고 영광 3. 4 호기 PSA 모텔을

이용하여 Eα)S 를 시험 구축한 작업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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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OOS의 기능
「

EOOS 는 living PSA 를 발전소 현장에셔 구현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EOOS 는원전의

리스크에 대한 PSA 모델을 입력하고 각 기기의 상태， 계통의 conti웰la디on 에 변화시마다

원전의 리스크를 재계산하는 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전의 conti웰lation 에

따라 변하는 리스크를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원전의 려스크를 평가할

수가 있으며， ‘기기의 out킨f-seπice 가원전의 안전생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할수 었다.

EOOS 와 같은 히sk monitor 는 단지 시간에 따른 원전의 안전생올 평가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수정책을 결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현재 미국에셔

큰 issue 가 되는 maintenance rule 을 어느갱도 대처할 수 있을 뿔반 아니라， on-line

m없ntenace 를 수행활수가 있다.

현재 EOOS 에셔의 주요한출력은 다읍과 같다.

• 71 기 장EJI 변화에 따른 PSI (plant Safety Index) 를 계산한다. PSI 는 원전 리스크

(노심손상빈도)로부터 계산된다.

• 장기 보수 계획을 입력하여 PSI 를 시간별로 계산할 수 있다. 이률 이용하여 장기

보수계획을 작생하논 떼 참고로 이용할 수 있다.

• 여러 기기가 out-of-service 상태에 있을 때 어느 기기부터 보수를 수행하는 것이

원전의 안전생에 효과적인지 즉 보수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 어느 기기가 out-of-service 상태에 있을 경우， 이 것으로 인해 영향 받는 계통，

트레인들에 대한 갱보를 제공한다. 또한 sy하，em I train 이 inoperable ;하게 되면 그

원언을파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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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규제기판에 의해 리스크에 대한 규제치가 셜정된고 이 규제치 안에셔 Allowed

outage time (AOT) 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 원전 ∞nfi밍lation 에 따른 최대

AOT를 제시하여 준다. 현재 미국 NRC 에셔는 ∞re madage probability가 l.Oe~ 보다

척다면 그 때의 원천 confi맑lation 에셔 AOT 를 늘리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는컷으로알여져 았다.

EOOS 프로그댐을 수행하면 크게 Operator, Sched띠er， PSA Support 3개의 menu 가

나타난다. 각각의 기능은 다움과 같다

• Operator: 기기틀의 시험， 보수， 고장등으로 인한 out of service 상태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원전의 리스크 재계산 및 보수우선순위 제시한다. 현장 운전원이 당시의

원천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 Scheduler : 기기툴의 장기 보수 계획을 입력하고 이에 따른 원전의 라스크를

재계산하여， 시간에 따른 원전 리스크의 profile 을 제시한다. 현장 운전원이

장기적인 보수 정 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 PSA Support : EOOS 에 필요한 모텔을 입력하고 수정한다.E∞S 모델을 구축하는

PSA분석가용으로사용된다.

Operator Module 에셔는 원전의 운전원이 기기의 운전상태가변할 때마다 원전의 랴스크를

재계산할 수 있게 한다. 디음 그림은 Operator Mod버e 의 작엽 화면이다. 여기셔 화면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 Plant Safety Index Window (좌장) : 현재의 원전 려스크와 관련된 척도를 나타낸다.

쟁상일 경우 PSI 는 10이 되며， 기가가 out of seπice 되는 정도에 따라 PSI 가

적어진다. PSI 의 쟁의는다읍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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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 10 *log (risk at time t) flog (long run average 다sk)

• Button Window (중장) :‘ Add, Remove, Environment, Ali맑ment， Calculate, Importance

등의 명령을 수행하는 button들이 었다. 주요 button 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dd: αIt of service 목록에 기기， 때n， system 등을 더한다. Add 시 기기

목록으로부터 겨기를 선택활 수도 있으며， 또는 P&ID 로부터 기기를 선택할 수

있다.

• Remove: Out of service 목록에셔 항목을 삭제한다.

• Calculate: 주어전 out ofseπice 항목을 가지고 PSI 률 계산한다. 계산된 PSI 는 PSI

Window 에 표시된다.

• Active Items Window (우장) :현재 out ofseπice 된 항목틀을 나열한다.

• Operator Status Panel Window (하) : 계통의 상태를 표시한다. 만얼 어떠한 기기가

out of seπice 되어 어느 train 이나 sy앙em 이 inoperable 하게 되면 해당 train 이나

sy앙.em 은 붉은 잭으로 표시된다. 이상이 없는 train/sy앙em 은 녹색으로 나타나며

이상이 있으나‘운전 가능한 train/system 은 갈색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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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r 에셔는 기기틀의 장기 보수 계획을 입력하고 이에 따른 원전의 려스크를

재계산하여， 시간에 따른 원전 리스크의 profile 을 제시한다. 현장 운전원이 장기적언

보수 정책을 결쟁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다읍온 Scheduler 의 예제 화면이다.

예제에셔는 Accumulator A. B 와 비상디젤발전기 A 의 보수계획에 따른 PSI 를 시간의

함수에나타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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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온 PSA Support Module 의 가능을 수행하는 mod띠e 이다. PSA Support Module

은 주로 PSA 분석가가 EOOS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며 현장의 운전원에게

펼수적인 mod띠c 은 아니다. 이 module 의 주요 기능은 아래에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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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 INI File : EOOS 의 주요 변수를 쟁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EOOS 모댈을

구축하는 PSA 분석가가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 닮it Operator Status Panel : 원전의 system I train 등을 나타내는 p빼 로셔 사용자가

원하는 데로 쟁의할수 있다. 각기기의 상태에 따라 sy와.em I train 과판련된 panel 의

색이변한다.

• Edit Hot Spot’ s I E띠t P&IDs : 각 계동의 P&ID 를 입력하고 주요 기거를 hot spot 로

지쟁하는데사용된다.

• 닮it Da떠bases: Datab잃e file 들을 생생하고 E∞S 와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다.

Databse file 들에 대해셔는 뒤에셔 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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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 Sys. Align. : Stan뼈， running, switching등을 운전 상태를 각 기기별로 쟁의할 수

있다

• Edit Env. Def. : 태풍이나 계절둥으로 인한 초기사건 빈도및 기기 고장확률의

변화를쟁의할수있다.

3. EOOS 모웰 구축

EOOS 의 구측에는 PSA 모댈뽕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필요하다. EOOS 에셔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자료로 이루어 진다.

• PSA 모델

• P&ID 자료

• Database file 들

다읍은 EooS 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들이며 영광 3.4 호기용 PSA 변환과 다른 데이타들율

어떻게 작생하였는지에 대해 셜명한다.

가. PSA 모멜

PSA 모델을 E∞s 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야 한다. EOOS 어1셔는 모든

노심손상모텔올 하나의 고장수목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Eα)S 의 특생장 주요

가기의 상태 (ronning, standby, out of service) 를 표현할 수 었도록 PSA 모델이 구축되어

있어야한다.

PSA 모탤은 크게 다읍의 두가지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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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띠t tree file: 노심훈장빈도에모텔에 해당하는 fault tree file 이다. EOOS 에서는

기가의 장태가 변하면 fault tree 모탤을 수쟁하거나 또는 해당하는 기기의

데이타률 수쟁하여 cut set 을 재계산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노심손상빈도를

계산한다.

• cut set file 노심흔상빈도 싫띠t tree 모델로부터 구해진cut set 을 저장하논

file이다 Fault tree 로부터 cut set 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계산시간이나，

방법론상의 이유등으로 인해) fault tree file 을 사용하는 대신 cut set tile 을

사용한다. 단 pre-generated cut set 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기의 상태를 완벅히

묘사활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

EOOS 에셔 사용되는 fault tree 나 cut set 모두 EOOS 용 PSA 모탤 구촉을 펼요로 한다

Fault tree 는 event tree. fault tree 를 모두 합쳐 노섬손상 모탤에 대해 하나의 fault tree 롤

구생한컷이다.

영광 3,4 호기 PSA 모델을 EOOS 용으로 변환하면셔 다읍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 영광 3，4 호기 PSA 모텔은 s13다c 하게 구생되어 기기들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적절히

모델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것들을 모두 기가들의 장태가변하는 것을

처리할수 있도록수쟁하여야하나이번 작엽에셔는 수행하지 않았다. 예로셔 기기

냉각수계통과 같은 support system 고장이 초기사건인 경우， PSA 모텔에셔는 주어 진

도레인이 고장나는 것을 가정하고 fa띠ttree 를 구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얼반

PSA 용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risk monitor 와 같은 발전소 configulation 문체를

적절히 처리할수가없다.

• Conditio띠ng event 가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소외전원 장실시에 대한 A 계통의

고강수목 모텔은 일반 과도상태시의 모텔과 다르다 이들을 따로 고장수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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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생하는 대신， 하나의 고장수목을 구생하고 conditioning event 를 PIn, 또는

OMEGA 로 처리하여 PSA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Risk monitor 와 같이 하나의

고장수목으로 원전 전체의 PSA 모텔을 구생활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려면 많은 고장수목 모탤을 재구생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PSA 모델을 risk monitor 용으로 완벽하게 변환하가

위해셔는 장땅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엽무에셔는 risk monitor 의 기능과

사양을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폰의 PSA 모텔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몇 몇 사건수목 묘멜 (ATWS, Loss of OJ많site Power, Loss of One Train in Supporting System

등) 은 위에셔 언급한 문제로 EOOS 모텔애 포함시키지 않았다. 누락된 부분은 전체

노심손장빈도의 10%쟁도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노심손상에 대한 최소단절군 계산후 펼수척으로 수행되는 회복조치 분잭을

수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PSA 에셔는 회복조치분석은 최소단절군을 검토하면셔

수작업으로 필요한 회복조치블 추가하였다. 그러나 Risk monitor 에서는 모든 계산융

자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으로 회복조치 분석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셔

Rule~b잃ed recovery 분석 방법론 및 전산쿄드가 개발되었으므로 추후에논 회복조치 분석을

risk monitor 용 PSA 모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R&R workstation 에셔도 rule-based

r뼈very 전산코드를 개발중에 있다.

나. P&ID 자료

주요 계롱의 간단한 P&ID 를 나타내는 것으로셔 여기에는 두가지 종류의 file 이 있다.

• P&ID file: 계통의 칸단한 P&ID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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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Spot file : 계통의 P&ID 에셔 주요 기기의 위쳐와 tag 이륨를 나타내는 file

이다. 여기셔 P&ID 에 주요 기기로 표시된 것들은 붉은 색으로 나타나므로 hot

야x>t 라고 부른다.E∞s 에셔는 P&ID 상에셔 hot spot 로 지정된 기기의 상태를

mou똥 click 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Eα)S 의 P&ID 엽력은 Eα)S 에셔 제공하는 P&ID 빼itor 를 사용하여 P&ID 릅 작생하거나

또는 WMFfonnat 의 file 로 읽어틀이는 방법이 있다.

이번 업무에서는 몇개의 주료 계동에 대한 간략화된 P&ID 도면은 양때ner 로 임어셔 bitmap

형식으로 받아들인 후 WMF format 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작생된 bitmap

형식의 file 은 file size 가 매우 크기 때문에 disk 용량을 많이 차지하며， 수행속도가

저하되고‘ 또한 그림이 거철은 단정이 있다‘ 추후에는 이틀 P&ID 를 P&ID 때itor 를

사용하여 V없.or 방식으로 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ot빼t 는 작생된 P&ID 에 일정 영역 (기기 그립에 해당하는 위치에 네모로 션을 그리고

이 네모는 어느 기기에 해당한다고 지정) 을 기기로 지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Hot

빼t 는 P&ID 에서 주어진 기기를 선택하거나상태에 따른 잭을변화시킬 때 사용된다.

다. Database F~le 들

Database file 들은 고장수목의 기본사건， 기기， train, 윈'stem 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틀과 test,

activity, clearance 등을 묘사하는 것이 있다. 이중 EOOS 률 시험하기 위해셔는 Basic Event,

Component, Train, System 에 대한 file 이 펼수적이며， CI않rance， Te앙， A，αi찌ty 는 펼수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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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들이 원전의 시험 보수 절하들을 데이타베이스화 한 생격에 해당하므로，

장기적으로 EooS 를운영할경우는이들이 작성될 필요가있다.

현장에셔 risk monitor 를 사용하기 위해셔는 기가 tag 번호를 조사하여 엽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엽무에셔는 PSA event 에 사용된 기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Database file 틀은 다음과같운 젓이 사용된다.

Database file 내용

Basic Event basic event 의 판계 묘사， 주요하지 않읍.

basic event 이륨， basic ev응nt 이룹으로 구생

Component 기기의 tag 이릅과 basic event 의 관계를 묘사

기기의 tag 어륨， basic event 이릅으로 구생 (여기셔 기가

tag 번호는 PSA 에셔의 기기이륨용 그대로 사용)

Train train 과 기가 tag 의 관계 묘사

train 이륨， 기 기 때g 이룸으로 구생

System ‘ system과 train,또는 system과 기기 tag의 관계 묘사

sy와em 이륨， train 이름으로 구성

Clearance 어느 하나의 기기를 Clearance 하기 위해 같아 out of service
되는 다른 기기들의 list

본업무에셔는구성하지 않융

Test 어느 하나의 기기를 시험합때 같이 out of service되는 다른
기기들의 list

본 엽무에셔는 구생하지 않읍

Aαi찌ty Te앙， Clerance 와 유사하나 더욱 방대한 작업의 겸우 이를

test, clearance 등을 이용하여 묘사

본 엽무에셔는 구생하지 않융.

-414-



4. 컬과및논의

EOOS 및 영광 3,4 호기 PSA 모탤을 이용하여 prototype risk monitor 를 구축하였다. 이 꺼sk

monitor 는 예측한대로 기기의 상태 변화를 입력하고 이에 따른 PSI (노심손상빈도로부터

계산된 값) 의 변화를 도출해 냈다. 또한 장기 보수 계획을 입력하면 confi맹lation 의

변화에 따른 PSI 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sk monitor 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 、현재의 발전소∞따igulation 에 따른 리스크평가

• Out ofseπice 에 있는 기기들중 가장 시급히 in service되어야하는보수 우선순위를

제공

• 시간에따른발전소의리스크 profile 을제공

• 보수 계획을 엽력하여 risk profile 을 추정 계산함으로셔， 안전생을 확보한보수 계획

작생을지원

다융은 risk monitor 의 구축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울에 대한첫이다.

• PSI (plant Safety Index) 는 o - 10 까지의 수로 표현되며， 발전소가 정상적인

상태에는 10 이며 out of service 되는 기기가 늘러남에 따라 PSI 는 적어진다.

몇가지 ∞nfigulation 에 대해 PSI 를 계산하여 보면 발전소 리스크의 변화를 PSI 가

적절혀 나타내지 뭇한다. 다시 말해 리스크는 크게 변하지만 PSI 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PSI 의 쟁의를다시 점검할필요가있다.

• 현재의 PSI 는 순간적인 리스크만을 평가하고 있다. 즉 out of seπice 기간이

l시간이나 10열어나관계없이 같은 PSI 를 제공한다. 현재 외국에셔는 cor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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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라는 용어가 논의되고 있다. 아 것은 core없mage fi;어uency 에’duration 을

곱한 개념므로셔 out of service 거간등을 평가활 수 있는 한 척도이다 Risk monitor

에셔의 척도에 대한 상셰한 연구가 창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현재 EOOS 에셔는 사고경위 정량화후의 r없Ivery an삐.ysis 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사함은 추후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

• Out of service 기기의 빼ory 를 저장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

지난 겨간의 꺼sk profile을 아직은 제콩하지 않고 있다.

• Risk monitor 에셔 원전의 conti맑1a낀on 에 따른 리스크의 재계산은 원척적므로

발전소 노심손상 모텔로부터 계산되야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직까지는

최소단갤군 계산에 많은 시간을 요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5 분 정도에서 많을 때는

수십분을 넘기도 한다. 최소단갤군 계산을 빠른 시간내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α)S 에셔는 계산된 최소단철군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수도 있으나 이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

• 지금의 일반적인 PSA 모텔은 risk monitor 에 사용할 때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기기의 ∞nfi맹lation 이 변하는 컷을 적절히 모텔하지 않고 었논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계통의 실때로 인한 원자로 쟁지등에 대한 고장수목 모웰이 빠진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PSA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risk monitor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셔는 많은 수갱 및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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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F PSA Workstation 추후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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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F. PSA Workstation 추후 연구 내용

본 부록에셔는 PSA Workstation 개밥과 관련하여 앞으로 수행활 연구 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부록에셔는 단순히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기술하기보다논， 가능하면 추후

개발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대한사양까지 도출하여 기술하고자하였다.

1. KwTree와 Database와의 연결

Event data 및 generic data 를 databa앓 화하고 이를 fa띠t tree 빼itor 와 연결하는 가능은

아직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KIRAP-Win 에셔는 이 기능틀이 다읍과같이 수행될 것이다.

가. KwTree와 File 들과의 판계

KIRAP- Win 에셔 Fa'띠t Tree Editor 에 필요한 file 들의 판계는 다음 그림과같다.

Fault Trees

c편

밸꽉
Generic Data

FaultTree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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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File툴은 다융과 같다.

File 종류 내용

Kft File 하나의 System fa띠ttree 에 대한 쟁보를 저장한다.

Kft file 을 각 sy앙em 마다하나씩생정된다.

Text file 을 사용한다.

Ked File 여러 없 file 에셔 나타나는 Event 에 대한 정보를 모아셔

저장한다.

Database file 흘 사용한다.

KgdFile Generic Data 에 대한 쟁보를 저장한다.

Da떠ba않 찌Ie 을 사용한다.

Fa띠t πee editor 인 KwTree 와 이 file 틀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Kft file 은 하나의 system fault tree 를 저장하며 KwTree 에셔는 하나의 Kft file 을

읽어셔 memory 로 올린 후에 작엽을 수행한다. Save 시에 ·작엽중인 내용이 file 에

저장된다.

• Ked file 은 Event Data Manager 에셔 작생되고 정리된다. Ked file 의 내용은

KwTree의 memory 에 올라오지는 않는다. 다읍과 같은 경우에 KwTree 에서 Ked file

내용을 Access 한다.

• KwTree 에셔 File 을 Load하거나 Save할 경우

o File 을 Load 할 경우 KwTree 에셔는 먼저 어떠한 Event 가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률 얽고 그 다옵 fault tree logic 을 읽는다. Event 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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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을 때， 각 event 에 대한 자료가 Ked file 에 있는지를 점검한다. 반엘

있으면 Ked file 에 있는 내용을 사용한다.

o File 융 Save 할 겸우 Basic event 의 자료는 Ked file 에 저장한다. Gate event

의 경우는 이 event 카 Ked file 에 없으면 그 내용을‘ 저장한다. 이 event 가

Ked file 에 있는 경우에는 현재 작업 file 의 event 가 c피ldren 을 가지고 있는

경우어1만 Ked file 에 저장한다 이 때 Eventηpe 이 같은지를 점검한다.

• KwTree 에셔 새로운 Event 가생생될 경우

o 새로운 event 가 생생될 경우 KwTree 에셔는 Kedfile 에 어 event가 있는지를

점 검한다. 만일 었으면 Ked file 에 있는 내용을 사용한다.

• KwTree 에셔 사용자가 Kea file 의 내용을 읽으라는 명령을 수행할경우

o Ked file 에 주어진 event 가 있는지를 점검한다. 만열 었으면 Ked file 에

있는내용을사용한다.

• Kgd file 은 Generic Data Manager 에셔 작생되고 정라된다. Kgd file 의 내용용

KwTree의 memory 에 올라오지는 않는다. 다융과 같은 경우에 KwTree 에셔 Kgd file

내용을 Aα꽃55 한다.

• KwTree 에셔 새로운 event 를 생생하였을 경우

o 새로운 event 가 생생되었을 경우 Cal Type, Lamda. Tau, EF, Di앙 Type, Cor

No, Desc, Remark 에 대한 자료중 사용자가 정의하지 않은 항에 대해셔는

Kgd file 의 내용을사용한다.

• KwTree 에셔 사용자가 Kgd file 의 내용에 따라 Event data 를 수정하라는 명령을

수행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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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든 event 에 대해 C떠 Type, Lamda, Tau, EF, Dist Type, Cor No에 대한

자료를 Kgd file 의 내용을 사용한다.

o 이 기능은 KwTree 에셔 사용하져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Event

Data Manager 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여 Ked file 의 내용을 수정한 후，

KwTree 에셔 없 file 을 읽으면셔 Event data 내용을 변경하는 것야

바람직하다.

나. Event Tree Editor와의 연결

Event Tree Editor 는 Ked file 에 저장된다 Event Tree 에셔 Fa띠t Tree 와 판련되는 정보가

펼요하다. Event tree 빼itor 에서 event tree logic 이 주어지면 이 내용을 계산을 위해 fa버t

tree 로 변환한다. 이 때 각 S액uence 애셔 이와 판련된 heading 및 branch 는 “ Top Event

Name"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Branch 가 “Top Event Name"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S여uence 를 fault 뾰 로 변환하면셔 이 정보를 이용한다. 만일 Branch 가 “ Top

Event Name"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당되는 h않ding 의 “ Top Event Name" 정보를

이용한다.

Event tree 앙itor 는 각 sequence 에 대한 fault tree lOgIc 을 생생하는 외에도 계산을 위해 Cut

set generator 명령어를 생생하여야 한다. 이 때， 각 필요한 file 들의 위치등.을 묘두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이 쟁보는 Pr，매eet manager 에서 가져올 것이다.

2. Basic Event와 P&ID와의 연결

각 계통 fa띠ttree 답당자는 앞으로 P&ID 에서의 component name (tag name) 과 basic event

와의 연결관계를 작생하여야 한다. 이 쟁보를 이용하면 fa띠ttree 상에셔의 basic event 와

P&ID 에셔의 component 의 관계를 묘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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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셔 Event Tree, Fa띠t Tree, P&ID 에셔 다읍 그렴과 같은 연결이 가능하다. 이 기능을

위해셔는 VISIO 를 Control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P&ID Editor를 개발하여야 한다.

EventTree

\、

Fault Tree System A

PumpA Valve A Valve B

필， ,.2.,

#옆
Va‘live“ A VI‘arve、'8

PumpA P&ID

3. Event Data Manager 빛 Generic Data Manager

Event Data Manager 및 Generic Data Manager 는 아칙 구생되 지 않았다. 이는 추후 완료될

것이다. Event Data Manager 는 고장수목에셔 나타나는 모든 event 에 대한 데이타를 table

형태로 관리하는 것이다. 하나의 PSA 에셔 하나의 event data file 를 사용하는 첫을 목표로

하고 었다. 각 event 에 대한 자료는 event name, type, description, reliability data, uncertainty

data 등으로 야루어 진다. Event Data Manager 는 모든 계동 고장수복의 event 틀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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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관리하며， 수갱 및 reporting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생될 것이다.

Generic Data Manager는 generic없ta 를 판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생될 것이다.

4. Project Manager

pr이ect Manager 는 아래 그렴과 같이 Data, Fa띠t Tree, Event Tree, Accident Sequence

@뻐ltification 풍 알반적인 PSA 를 수행하는 떼 필요한 data, model, 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아다. Pr，이ectM없lager 에셔는 하나의 수행 명령으로 PSA 의

재계산 및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Project Manager 에셔 Data 는 generic 및 event data 를 통합 관리하며， 모든 필요한 fa띠t tree

들의 list 를 판리한다. 또한 event tree 에셔는 event tree 모델 fautI tree 와의 연계 각

사고경위마다사고경위에 대한 cut set 계산 방법， cut set 계산후 recovery 빼.ysis 방법등을

모두 pr，이ect manager 의 databa않 에 포함시킨다. 이와 같이 모두 자료， 모델， 계산과정을

database 화함으로셔 PSA 의 수행을 열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또한 명령어 하나에

의해 모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PSA 캠량화는 대부분 분석자마다 절차 및

처리하는 방법어 다르며， 또한 document 화되어 있지 않다. Prl에따 뼈nager 는 이러한

정량화과쟁을 데이타베아스화함으로셔 해당 PSA 를 수행하지 않은 다른 분석자도 쉽게

쟁량화켈차를파악활수 었도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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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l단계 PSA 수행에 필요한 미개발된 분야에 대한 방법론 개발， PSA 수행용 SIW

개발， PSA 수행의 효률생 증진을 위한 PSA자동화연구 등， 크게 세분야로 구분된다.

올해는 갱부주도 중장기과제의 l단계 3차년도로셔 다읍과 같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먼저 PSA 방법론 개발분야에셔는 저출력/쟁지시에 PSA 방법풍 개발의 엘환으로 국내운전

벚 고장야력으로 부터 국내표준의 발전소운전장태 (POS) 및 발전소쟁지유형을

선쟁하였다. 외국 문헌을 참고하여 냉각기능상설 및 보론희석사고 시나리오를

검토하였으며 가능한 사고시나리오를 영광3.4호기를 대상으로 해당하는 POS에

할당하였다. 션갱된 8개의 POS중 한 POS에 해당하는 부분충수(Mid-Loop)운전을 위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배수시 수위계측설수로 인한 과배수 (Overdraining) 사건에 대한 PSA

룰 수행하였다. 기기셜계개션 및 절차셔개선의 2가지 셜계개션대안에 대한

정량적평가를 시법적으로 수행하였다. 기기성계개션의 내용은 GL 88-17에셔 요구하고

있는 두개의 독렵된 수위지시계를 갤치하는 방안이며 절차셔의 개선은

잔열제거기능상설시 격납건물살수계통을 정지냉각계동의 대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예비 정량적평가결과두가지 설계개선안모두 노심손장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쟁지저출력시 안전t 향상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방안들이다.

평가과정에셔 어려웠던 것으로는 열수력보조계산 인간신뢰도계산 등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발전소 쟁지 보수 기동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또한 세부적으로 시스햄과

동작원리， 보수과정， 운전과쟁 등을 습득해야 하는 점이었다. 금년도에는 발전소

전반적인 정지 및 기동절차를 파악한후 부분충수운전시에 대해서 정량적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POS의 갯수 및 사고종류를 생각해보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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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거연구는 방법론 개발이므로 ，이 모든 가능한 사고 스팩트험에 대하여 모두 수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확률적 안전생 평가에는 발전소 거동을 보기위해

열수력보조계산과 사고발생시 운천원이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셔도 연구하여야 한다.

보론회석사고의 경우에는 때로는 노심및 계통의 Neutronics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소 정지저출력 상태에 대한 PSA 수행에는 입력자료의 양， 방법론의

미비， 보조열수력계산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분석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쟁각된다. 그러나 민감도분석에셔 알 수 있드시 정지저출력시에는

절차셔의 개발과 같은 방법으로 쉽게 신뢰도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따라셔 쟁지저출력시

PSA 수행을 통해 영어지는결과를 토대로 발전소 안전생향상에장당한기여를 활 수 있을

컷으로예장된다.

두번째， PSA 수행용 SIW 개발 및 PSA 자동화연구분야에셔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먼저 I탄계 PSA용 전산쿄드 KIRAP의 사건수목 몇 고장수목 편집기를 Windows용으로

전환하였다.

PSA 자동화연구에셔는 (1) 최소단절군 고속처리 알고리즘， (2) 논리적 루우프 (logical

loop) 를 갖는 고장수목을 해석적으로 처리하는 기법， (3) 북구조치 자동화 방법 등을

개발하여 PSA 수행기술의 효율생을증진사켰다.

그동안복구조치분석은각각의 최소단절군에대하여 1단계 PSA 전문가(발전소 사고경위

모델링 전문가) 가 일일히 수작업으로 판단하여 북구조치를 모델링하였으나 여기셔는

큐칙기반의 북구조치분석방법을 개발하여 가각의 최소단절군에 대해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주면 자동적으로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에셔 PSA 수행아 펼요한 경우 즉 일년간의 쟁벼일쟁을 수립한다든가

년차계획쟁지시 일갱계획을 수립할 때 리스크를 기반으로 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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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는 운전원이나 정비계획수립원이 PSA를 직접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이혈

경우 PSA 수행의 자동화는 매우 유익하게 활용훨 수 있율 것이다. 내년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개념 동을 도입하여 PC내에셔 모텔 및 데이타 뿔만아니라 최소단절군생생 및

북구조치분석에 대한 명령어 하나로 노섬손상빈도게산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컬

계획이다.

미국전력연구소 (EPRI) 와 국제공동연구로 진행중인 R&R Woi양때ltion개발에셔는 PSA

청량화 방법론에 대한 연구룰 수행하였으며，R&R 에셔 개발된 EOOS 를 이용한 prototype

꺼SIC monitor 룹 구촉하였다. 내년에는 영광 3호기 실제 정비이력자료를 수집하여 입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R&R 에셔 논의되는 PSA 웅용 분야에 대한 정보룰 수집하여 국내

PSA 웅용 연구 방향쟁렵에 사용할 것이며 risk monitor 의 방법론 연구 및 발전소 현장의

와견 수집을 롱해 방법론 개발융 계속하여 나갈 것이다. 현재 미국에셔는 발전소

연차계획정지시에 수행되던 안전계풍의 쟁비를 추력운전중으로 이동활 때 나타날 효과롤

PSA 방법을 롱하여 평가하고 있는 컷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PSA 방법을 통해

기술지침셔의 완화작업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셔도

위험도에 기초한 PSA 웅용분야에 대한 개발 및 펑가가 계속되어야 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셔는 사전 검토 몇 시법분석이 션행되어야하며 판계 기판의 이해와

협조가펼요하며 연구에 대한칙원이끊이지 않아야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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