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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과제의 최종 연구 목적은 신뢰도 정보를 이용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기기 

신뢰도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미국에서는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원전 운  및 규제’ (Risk 

Informed Regulation & Applications: RIR&A)가 필요한 패러다임으로서 급속히 미

국 원자력 산업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왜냐하면, RIR&A는 부적절한 안전 여유도 

및 규제 부담을 안전성을 상실하지 않고 경제성도 반 하여 최적화시키며,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RIR&A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원전의 경제성

과 안전성을 도모한 미국은 Option 2, Option 3라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

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계는 미국이 RIR&A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겨가고 일부 성공

을 거두자, RIR&A의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으면서, 한두개에 적용해 봄으로써 새로

운 패러다임의 유용성을 시험하는 중이다. 이런 사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원

자력계를 RIR&A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옮기기 위한 선도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



- ii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기술 개발

- 신뢰도기반 기술지침서 최적화 (주요안전 계통 4개 이상 허용정지시간 최적

화)

- 신뢰도기반 가동중 시험 연구 

. 밸브 600여개, 펌프 40여개 중요도 순위화

. 고압안전주입계통, 저압안전주입계통, 안전주입탱크의 첵크밸브들과 

모터구동밸브들의 가동중 시험 주기 개선

- 정비규정 개발 (일반 방법론 적용은 전체 계통을 대상으로 하나, 상세 적용은 

3계통 이상 목표)

- 가동중 정비 연구 (가동 중 정비 가능 기기 5개 이상)

○ 기기 신뢰도 DB 기반 구축

- 기기 신뢰도 DB 프로그램 개발 (신뢰도 DB 구조 100% 표준화; 입력 및 검색 

표준 S/W 1개 개발)

- 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 기기 신뢰도 자료 DB화 (안전 계통 10개 이상의  

보수/고장 이력 100% 수집,분석, DB 화)

- 원전 정지 이력 DB화 (정지 사례 300건 이상)

○ 표준원전 보호계통 신뢰도 상세 분석

- 상세 모델 개발 

. 원자로 보호계통 고장수목 모델 개발 (12 정지변수) 

.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계통 고장수목 모델 개발 (6개 작동신호: SIAS, RAS, 

AFAS, MSIS, CSAS 및 CIAS)

- 고유신뢰도 자료 수집 

. 일반 신뢰도 자료 DB 개발 (20종 이상의 I&C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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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3,4호기 발전소 보호 계통 관련 정기점검 자료 및 Trouble Report 

수집/DB화 (‘95~’99)

. 울진 3,4호기 발전소 보호 계통 관련 정기점검 자료 및 Trouble Report 

수집/DB화 (‘98~’99)

- 보호계통 기술지침서 최적화

. 발전소 보호계통의 정기점검 요건 완화 (예, 1개월 --> 3개월).

- 신뢰도 정량화

. AOT/STI 최적화 모델정립

. AOT/STI 변경에따른 민감도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

본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로서 첫째, 다음의 신뢰도기반 안전성향상 요소기술을

개발하 다.

○  신뢰도기반 기술지침서 최적화 연구의 일환으로 위험도 증가 허용기준치를 제안

하 고, 울진 3,4 호기 안전주입탱크, 저압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 격납용기

살수계통, 비상디젤발전기의 허용정지시간을 최적화하 다. 유전자 기법을 이용

한 정기점검주기 최적화 방법도 개발하 다.

 ○   IST 대상 밸브 중요도를 순위화하여 안전에 중요한 밸브, 펌프를 도출하 다. 일

부 첵크밸브와 모터구동밸브의 가동중 시험 주기 개선을 도출하 고, 주기적 점

검 규제 정책 수립을 위해 모터구동밸브의 중요도를 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   가동중 정비를 연구하여 울진 3,4 호기 필수해수계통, 저압안전주입계통, 정지냉

각계통, 격납용기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필수해수계통, 비상디젤발전기가 가

동중 정비가 가능함을 규명하 고, 가동중 정비시 필요한 Risk Matrix 개발 방법

을 제시하 으며, 비상디젤발전기 가동중 정비시의 안전성 향상 여부를 계산하

다.

 ○   정비규정을 연구하여 울진 3,4 호기 전체 계통에 일반적인 정비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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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조급수계통, 주급수계통, 필수해수계통, 비상디젤발전기, 기기냉각수계통에 

성능기준을 설정하는 등 상세 적용을 수행하 다. 국내현실을 반 하여 정비규

정, PSR, RCM, 수명연장 등을 동시에 고려한 정비규정 수행 방안을 제시하 고, 

정비규정 적용을 위한 비용/편익 항목을 선정하고 비용을 평가하 다.

둘째, 국내 원전 고유 신뢰도 DB 체제(= DB구조, 자료 수집/분석 절차서, 관리 및 

분석 등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인 KIND (Korea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Reliability Data)를 구축하 다. 이를 이용하여, 광 3,4 및 울진 3,4 호기 기기 신뢰도 

자료를 DB화 하 다.  전호기 원전 정지 이력 DB도 구축/분석 하 다. 

셋째, 표준원전 RPS/ESFAS 계통의 신뢰도 상세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들 계통

의 정기점검주기/허용정지시간 최적화를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설정치 Drift 

향 분석을 위한 통계적 분석 절차도 개발하 고, 필요한 전산코드를 개발 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o 기술지침서 최적화 및 표준원전 RPS/ESFAS 신뢰도 상세 분석 연구 결과는 한

수원의 “한국 표준형 원전의 AOT/STI 요건완화 연구” (2001/12-2004/12) 과제

에 활용되고 있다. 

o 신뢰도 기반 MOV 중요도 순위화 방법은 MOV의 Periodic Verification을 위한 

MOV 중요도 분류시 활용될 예정이다. 

o 제시한 국내 정비규정 적용 방안에 따라 월성 1호기 PSR (주기적 안전성 점검)

의 경년열화 대책의 일환으로 능동형기기는 정비규정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향

후 타 원전 PSR에서도 정비규정 개념 적용이 활발할 것이다. 

o 개발한 표준 원전 기기 신뢰도 DB Frame인 KIND는 고리 1발 신뢰도 DB 구축

시와  PUMAS/N-II 개선 방안 도출시 활용되었다. 향후 타 원전에서도 PSR이

나 PSA 수행시 표준 기기 신뢰도 DB Frame으로 활용될 것이다. 국내 고유 정

지 이력 DB 및 분석 결과는 KOPEC의 후속 원전 설계시 활용되도록 제공하

으며, 향후 국내에서도 연구할  Precursor 연구에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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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요약문)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Reliability-Based Safety Enhancement Technolog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project aims to develop critical technologies and the necessary reliability 

DB for maximizing the economics in the NPP operaton with keeping the safety 

using the information of the risk (or reliability).

Recently, RIR&A (Risk Informed Regulation & Applications) has become a 

necessary paradigm in the U.S. nuclear industry. Because RIR&A can reduce the 

unnecessary safety margin and the burden assigned by the regulation without 

losing the safety. With the new paradyme-RIR&A, U.S. nuclear industry moves 

to a new world such as Option2 and Option 3.

Since the U.S. nuclear industry has succeed after shifting the paradigm, 

RIR&A should be tested and be prepared in Korea.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project, to fulfill the research goal, the followings were studied;

○ Development of the Critical Technologies for RIR&A

- Risk Informed Tech. Spec. Optimization 

- Risk Informed Inservice Testing

- Maintenance Rule 

- On-lin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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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Component Reliability DB 

- Development of Reliability DB Framework

- YGN 3,4 and UCN 3,4 Component Reliability DB 

- NPP Reactor Trip History DB 

○ Detailed Reliability Analysis of KNSP RPS/ESFAS

- Detailed Reliability Model Development

- Development of Plant Specific Reliability DB 

- Tech. Spec. Optimization (AOT/STI)

IV. Results of the Study 

Three kinds of important research results have been obtained from this 

project. Firstly, the following four critical technologies for RIR&A have been 

developed:

○  Risk Informed Tech. Spec. Optimization:

 After suggesting acceptance criteria for risk increase during RIR&A, the AOT 

optimization of the SIT, ESWS, LPSIS, SCS, CSS, EDG of UCN 3,4 was 

performed. Also, a STI optimization method using genetic algorithm was 

developed.  

 ○   Risk Informed Inservice Testing:

The importance priority of IST pump and valve has been developed.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Korean Periodic Verification Policy, an importance 

priority method of MOV has been developed. 

 ○   On-line Maintenance(OLM) : OLM can be done for the ESWS, LPSIS, SCS, 

CSS, CCWS, ECWS, EDG of UCN 3,4.  Risk Matrix also has been developed. 

The safety change of EDG due to the OLM has been analyzed. 

 ○   Maintenance Rule(MR): Performance criteria were set up for AFWS, MFWS, 

ESWS, CCWS, EDG . A MR adoption plan considering MR, PSR, R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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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Renewal was developed. The cost for implementing MR was 

calculated. 

As the second, KIND (Korea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Reliability 

Data) has been developed. Using KIND, YGN 3,4 and UCN 3,4 component 

reliability DB have been established. A Reactor trip history DB for all NPP in 

Korea also has been developed and analyzed.

Finally, a detailed reliability analysis of RPS/ESFAS for KNSP has been 

peformed. Wi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ensitivity analysis also has been 

performed to optimize the AOT/STI of Tech. Spec. A statistical analysis 

procedure and computer code have been developed for the set point drift 

analysis.

V. Proposals for Application

Research results from this project are used or will be used for being 

commercially operated nuclear power plants. For example, AOT/STI optimization 

result are used in KHNP's  "The relaxation study for KNSP's AOT/STI 

requirement" project (2001/12-2004/12).

The importance priority method of MOV will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Periodic Verification Policy.

Maintenance rule concept is used in Wolsung unit 1 PSR to manage the 

aging effect in the active components as suggested in this study.

KIND (Korea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Reliability Data) was 

referenced in KHNP's developing Kori 1 reliability DB and in updating 

PUMAS/N-II. A Reactor trip history DB and analysis will be used in KOPEC's 

NPP desig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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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복잡한 산

업 설비를 구성하는 각 기기의 고장 발생 확률을 이용하여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산업 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PSA는 산업 설비

의 설계, 운전 및 보수 정책 등 산업 설비의 운 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SA는 1960년대 국에서 시작된 이후, 

항공 우주 산업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PSA 기법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예는 1975년도에 발간된 

WASH-1400[WASH, 1975]을 위해 수행된 것이었다. 

WASH-1400의 발간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PSA의 효

용성에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1979년도에 미국에서 TMI-II 사건이 발생

한 이후, 이 사고의 경위가 WASH-1400에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고 경위

로 이미 예측되었음이 밝혀지면서 PSA는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으

로서 많은 각광을 받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 Zion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원전에서 PSA가 

수행되었으며, 미국의 규제 기관인 NRC(Nuclear Regulatory Committee: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1988년도에 GL88-20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의 PSA인 

IPE(Individual Plant Examination)의 수행을 법제화하여 미국의 모든 원전 사업

자들에게 PSA 기법을 사용하여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 및 취약점을 평가하도록 

요구하 다. 이에 따라 미국의 원자력 사업자는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모든 

가동 중 원전의 IPE를 수행하여 각 원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취약점을 보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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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PSA 수행 경험의 축적과 PSA 기법의 발전을 통하여 PSA가 기

존의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방법으로는 파악되지 

않았던 원전의 설계, 운  및 보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파

악할 수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안전성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

짐으로써 이후 PSA는 더욱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PSA를 

단지 단순한 원전의 안전성 평가나 취약점 파악의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원전의 

규제 및 운 의 여러 분야에 있어 주요한 의사 결정 수단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노

력이 규제 기관과 사업자 양측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도에 NRC는 

PSA 적용에 관한 규제 정책 성명 [USNRC, 1995a]을 통하여 가능한 한 규제의 

모든 분야에서 위험도 정보의 사용을 확대해갈 것임을 천명하 으며, 또한, 미국

의 원자력 사업자들도 이와 같은 맥락 하에서 PSA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

력을 시작하 다. 

특히, 근래에 들어 미국에서 규제 완화(Deregulation)의 시행을 통하여 지역

별 전기 가격 보호 장치를 해제하면서,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는 원전의 타 발전원 

대비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을 향상시

켜야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와 규제 기

관이 도입한 개념이 근래에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원전 

운  및 규제’(Risk Informed Regulation & Applications: RIR&A)이다. 이는 

RIR&A가 PSA의 결과 등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또한 과도한 안전 여유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RIR&A는 위험도 정보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재원을 효과

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저하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말에 PSA가 도입된 후 울진 1, 2호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가동 중 원전과 신규 원전에 대한 PSA가 인허가를 위하여 수행되어 왔으

며, 일부는 현재도 수행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PSA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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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바와 같이 인허가 조건과 연결되어 대상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국내에서 수행된 RIR&A 관련 활동은 ‘고리 3,4호기 및 광 1,2 

호기 RPS/ESFAS 점검 주기 및 허용 정지 시간 완화’ [김명기, 1998] 등 아직까

지는 소수의 사례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RIR&A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근래에 들어 일어나고 있는 국내의 전력 산업 구조 개편 등으로 국내에서

도 원자력의 경쟁력 향상이 원자력 산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이다. 그러나, RIR&A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규제 체제, 주

변 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을 보면 지금까지 국내 원전 PSA를 수차에 걸쳐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 원전 고유 기기 신뢰도 DB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적인 RIR&A가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RIR&A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도

에 수립된 제2차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에서 2006년까지 성능 기준 및 위험도 정보

를 활용한 규제 제도의 도입과, PSA기술의 고도화 및 종합 DB 체계 구축을 명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RIR&A의 국내 도입을 위한 

RIR&A의 기본 수행 기술과 국내 고유 신뢰도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과제의 최종 연구 목적은 국내 원자력계가 RIR&A 체제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인 (1)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2) 신뢰

도 정보 이용 기반의 근간을 이루는 기기 신뢰도 DB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과제의 과제 제안 요구서(RFP)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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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도기반 가동 중 시험 연구

  - 신뢰도기반 기술지침서 최적화

  - 정비규정 개발

  - 가동 중 정비 연구

■ 기기 신뢰도 DB 기반 구축

 - 기기 신뢰도 DB 프로그램 개발

 - 광 3, 4호기 및 울진 3, 4호기 기기 신뢰도 자료 DB화

■ 표준원전 보호계통 신뢰도 상세 분석

 - 동적 신뢰도 분석방법 개발 및 적용 

 - 상세 모델 개발

 - 고유신뢰도 자료 수집

 - 보호계통 기술지침서 최적화

본 과제에서는 위의 항목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과제의 최종 연구목표를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성과 경제성의 

최적화 체계 구축’으로 설정하 으며, 또한 연구 항목을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범

주로 구분하 다: (1) ‘신뢰도 정보 이용 기술 개발’, (2) ‘신뢰도 정보 이용 기반 

구축’. 이 중 ‘신뢰도 정보 이용 기술 개발’ 분야는 다시 ‘위험도 이용 기술’ 개발

과 ‘성능기반 기술’ 개발로 구분하 다. 본 과제에서 수행한 ‘위험도 이용 기술’ 개

발 연구는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 ‘가동 중 정비’, ‘기술지침서 최적화’ 및 ‘보

호계통 신뢰도 상세 분석’의 네 가지 연구 항목으로 구성하 으며, ‘성능기반 기

술’ 개발 연구에서는 ‘정비규정 기술’을 개발하 다. 또한, ‘신뢰도 정보 이용 기반 

구축’을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국내 원전의 고유 기기 신뢰도 및 발전 정지 이력

에 대한 ‘신뢰도 DB 구축’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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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과제 연구 목표 달성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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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나와 있는 ‘PSA기술 고도화’ 등 기타 연구 항목은 본 과제의 RFP 

상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향후 국내 원자력계가 RIR&A 체제로 이행함에 있어 

차기 단계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항목이다. 

본 과제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울진 3, 4 호기를 대상

으로 시범 적용을 하 다. 즉, 주요 안전 계통의 AOT를 증가시키는 신뢰도기반 

기술지침서 최적화 기술, 주요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신뢰도기반 가동 중 시험 방

안, 주요 안전 계통의 가동 중 정비 가능성 평가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정비규정 

개발 등이 수행되었다. 이 들 연구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 1절에 나와 

있다. 

둘째로는 국내 고유 신뢰도 DB의 기반을 구축하 다. 즉, 기기 신뢰도 DB 

S/W 및 수집, 분석 절차서 작성 등 DB 구축을 위한 기본 체제를 개발하 으며, 

개발된 체제에 따라 광 3, 4호기 및 울진 3, 4호기의 기기 신뢰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DB화를 수행하 다. 아울러 국내 모든 원전의 정지 이력도 수집, 분석 

및 DB화를 하여 향후 PSA의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연구 분

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 2절에 나와 있다. 

셋째로는 표준원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신뢰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기술지침

서의 표준 원전 보호 계통 시험 주기(Surveillance Test Interval: STI) 및 허용 

정지 시간 (Allowed Outage Time: AOT) 연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이의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표준

원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신뢰도 상세 분석을 위해서 광 3, 4 호기 및 울진 3, 4 

호기 계측기기의 고유신뢰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DB를 구축하 으며, 또한, 

추후의 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계측기의 Drift 분석 도구 및 방법론도 정립을 하

다. 이 연구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 3절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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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 기술 개발

본 절에서는 먼저 국외의 RIR&A 관련 기술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각 

세부 항목에 대한 기술 현황을 기술하 다. 현재,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기술 개

발은 주로 미국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미국에서 여러 RIR&A 분야 중 가장 먼저 

시작된 분야는 비상 발전기(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와 같은 주요 기

기의 허용 정지 시간(Allowable Outage Time: AOT)의 연장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이후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는 위험도 정보 활용 가동 중 검사

(Risk-informed In-Service Inspection: RI-ISI), 위험도 정보 활용 가동 중 시험

(Risk-informed In-Service Test: RI-IST) 등 위험도 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 다. 위에 기술된 분야들에서 RIR&A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들 항목이 미국의 원자력 규제 법령인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을 변

경할 필요가 없이 단지 규제 기관인 NRC의 내부 관련 문건만을 수정함으로 적용

이 가능한 항목이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산업체의 RIR&A 방안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

쳐 이루어짐에 따라 NRC는 RIR&A에 대하여 규제 기관의 자체 입장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으며, 이에 따라 1998년도에 다음과 같은 RIR&A과 관련 여러 기본 

규제 지침을 발표하 다.

■ 일반 지침(General Guidance): RG 1.174 & SRP Ch.19 [USNRC, 1998a]

■ 가동 중 시험(IST): RG 1.175 & SRP Sec.3.9.7 [USNRC, 1998b]

■ 차등 품질 보증(Graded Quality Assurance, GQA): RG 1.176 [USNRC, 1998c]

■ 기술 지침서 변경: RG 1.177 & SRP Sec.6.1 [USNRC, 199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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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 검사 (ISI): RG 1.178 & SRP 3.9.6 [USNRC, 1998e]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지침들 아직도 소규모의 변경 사항에 관련된 수준

이었다. 특히, 미국의 STP(South Texas Project) 원전은 원전의 구조, 계통, 기기

(Structure, System and Component, SSC)를 분류함에 있어 기존에 결정론적 안

전성 분석에 의거하여 안전 등급(Safety Class)과 비안전 등급(Non-Safety Class)

으로 구분하던 것을, PSA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Safety Significant와 

Non-Safety Significant로 구분하는 차등 품질 보증(Graded Quality Assurance: 

GQA) 방안을 NRC에 제안하 다. 즉, SSC의 재분류를 통하여 기존의 안전 등급 

SSC 중 많은 SSC가 Non- & Low Safety Significant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

우 기존의 안전 등급 SSC에 적용되던 QA 규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사업자의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

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1997년도에  NRC 승인을 받는 STP의 GQA는, 안전

등급 SSC는 QA 요건이외에 지진, EQ(Environmental Qualification), 정비규정 등

의 10 CFR 50의 특별취급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QA 규제완화만으로는 

큰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 이에 STP는 안전등급 기기중 Non- & Low Safety 

Significant 기기는 다른 10 CFR 50의 특별취급 요건을 추가로 면제해줄 것을 요

청하 고, 2001년 8월에야 NRC의 최종 승인을 획득하 다. 이에 따라, STP는 지

진, EQ, 정비규정 등과 관련된 STP 프로그램을 수정중이다. 이와 같이 GQA 예

에서 보듯이, 기존 규제법규 안에서의 위험도 정보 활용이 점차 위험도 정보를 활

용하여 기존 법령을 고치는 수준까지 RIR&A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NRC 주도의 연구와는 별도로 미국의 산업체가 주도하는 연구 중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NERI-RIA 연구는 

RIR&A 기술 개발 분야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심층 

방어 원칙 등 기본 안전 원칙을 위험도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새로운 원전의 규제 및 

설계 절차를 개발하고 있다. 즉, 원전의 설계 및 규제를 처음부터 위험도 기반으로 

수행하며,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심층 방어 등 기존의 안전 원칙을 보조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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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기타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 추진국가들과 IAEA, OECD/NEA 등 

원자력 관련 국제 기구에서는 현재 미국의 RIR&A 추진 동향을 지켜보며 기본적인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에 본 과제의 수행 범위인 신뢰도 기반 기술 지침서 최적화, 가동 중 시

험 및 가동 중 정비 등에 대한 국외 기술 현황을 간략히 기술하 다. 

가. 신뢰도 기반 기술 지침서 최적화

기술지침서(Technical Specification)란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성보고서의 가

정과 조건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게 원자력 발전소의 운 자가 시험요건

이나 주기, 그리고 AOT 등을 규정한 문건이다. 그러나, 기술 지침서에서 정해진 

시험요건이나 주기 및 AOT 등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 지침서 요건은 발전소의 안전성이나 운  측

면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소지를 갖고있다. 이에 미국의 발전소 운

자들은 1980년대부터 PSA 결과를 근거로 원자로 보호계통과 공학적 안전 설비 

작동계통의 STI 및 AOT 완화를 NRC에 요청을 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안전 계통 AOT의 증가는 불필요한 원전의 정지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STI의 최적화는 불필요한 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으로 원전의 경제성 향상에 

큰 향을 미치는 항목들이다. 2000년 현재 미국의 신뢰도 기반 기술 지침서 최적

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DG: 10 호기

■ 저압 안전 주입 계통, 안전 주입 탱크: 6 호기 (CEOG)

■ 충전 펌프(Charging Pump): 2 호기 

이들 분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김길유, 2000]에 기술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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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규제기관에서는 기술지침서 최적화를 위한 지침을  Reg. Guide 1.177 

[NRC 1998d]로 1998년에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위험도모니터의 활용과 발

달에 따라 기술지침서의 대폭 간소화를 모색하고 있다.

나.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

가동 중 시험(In-service Test: IST)이란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정지 상태

를 유지시키거나, 사고를 완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안전등급 1, 2, 3의 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운전 가능성(기기가 필요시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기기들에 대해 IST를 수행하는 목적은 기기의 적합한 작동성의 보장 

및 이들 기기의 노화를 감시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국.내외의 원전의 안전성 관련 기기들에 대해 수행되는 IST의 요건 및 

주기 등은 대부분 미국의 ASME 코드 규정을 근거로 하고있다. 최근까지 ASME 

코드 등급 1/2/3에 속하는 모든 기기는 이들 기기가 발전소 안전성에 얼마만큼 기

여하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ASME 코드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 받아 왔었다. 그

러나, PSA 수행 결과, IST 요건에 해당되는 기기들 전부가 발전소 안전성에 중

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미국 전력연구원과 ASME가 1995년도에 

발표한 10개 원전을 대상으로 한 위험도 기반 IST의 예비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

략 IST 대상 펌프의 50%, 밸브는 10% 정도만이  발전소 안전성에 중요한 것으

로 밝혀졌다.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은 이와 같이 PSA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을 활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이 크지 않은 기기의 시험 조건은 완화

를 하고, 원전의 안전성에 큰 향을 미치는 기기에 대하여서는 시험 조건을 강화

함으로써 전체적인 원전의 안전성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원전의 운 에 필

요한 시험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대해 NRC에서는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을 위한 지침을 Reg. Guide 

1.178 [NRC 1998e]로 1998년에 발표한 바 있으며, 2000년 현재 미국의 2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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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위험도 정보 활용 IST에 대한 인허가가 주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김길유, 2000][강대일, 2001a]에 기술되어 있다. 

다. 가동 중 정비

가동 중 정비도 미국에서 많은 연구를 하 고, 많은 원전에서는 많이 활용되

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김길유, 2002a]에 기술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가동 중 정비를 활용하여 재장전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가동 중 정비시의 위험

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비 규정의 (a)(4)항을 신설하기도 하 다.  또, 가동 중 정

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Risk Matrix, Risk Monitor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

고 있다.

미국에서 가동중 정비가 활발한 이유는 기술지침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는 자발적으로 운전제한조건 (LCO)으로 들어가 정비를 수행해도 무방하기 때문

이다. 이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고, 국내 원전의 가동중 정비를 활성화하기위

해서는 리스크모니터 등 여러 안전 장치를 구비한 후에는 자발적으로 운전제한조

건 진입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정비규정

정비규정(Maintenance Rule: 10CFR50.65)[USNRC, 1991]이란 미국에서 원전

의 주요 기기, 계통의 성능을 감시하기 위하여 도입된 성능 기반 규제 조치의 일

환이다. NRC는 1991년 7월 10일 정비 규정(10CFR50.65)을 발표하 으며, 산업체

에서는 NUMARC(현재는 NEI로 이름 변경)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석 및 준비 

지침을 준비하여 1993년에 NUMARC 93-01[NUMARC, 1993]을 발표하 다. 이

후, NRC는 NUMARC 93-01의 내용을  승인하는 내용을 Reg. Guide 

1.160[USNRC, 1993]로 발표하 다. 또한, NRC는 9개의 원전에 대해 정비규정을 

시범적으로 적용토록 하 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199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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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1562[USNRC, 1995b]로 발간하 다. 산업체도 NUREG-1562 내용을 반

하여 NUMARC 93-01 제 2 개정판을 1996년에 발행하 다. 미국에서는 총 5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96년 7월 10일을 기해 미국 내 모든 원전에 대해 정비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정비규정의 최초 제정 의도는 기존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2차 

계통 측 기기의 정비 결함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RIR&A의 도입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저하를 감시하는 주요 방안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정비 규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길유, 2000b][김길유, 2001a,b,c], [김길유, 2002b], [황미

정, 1999],[황미정, 2000a,b,c],[황미정, 2001a,b,c],[황미정, 2002a,b,c]에 기술되어 있

다.

2. 기기 신뢰도 DB 구축

원전 고유의 기기신뢰도 DB는 PSA 및 위험도 정보 활용에 필수적인 자료이

다. 대부분의 원자력 국가에서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신뢰도 DB를 구축하여 

운  중에 있다. 

미국의 규제기관에서는 주요 사건 및 기기고장에 대한 LER을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DB화하고 있으며, 사업자 측에서는 INPO에서 NPRDS라는 신뢰도 DB

를 운 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EPRI 사에서 EPIX 라는 DB로 개선 운 하기 시

작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규제기관인 NUPEC 의 NUSIRC, 사업자 측 CRIEPI 의 

NIC 가 안전 정보 DB를 운 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사업자인 Ontario 

Hydro 사가  CORDS라는 신뢰도 DB 체제를 운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뢰도 DB를 운 하고 있다. 

현재로서 이들 DB는 신뢰도 자료와 관련해서는 기기 신뢰도 자료 및 원전 

정지 자료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규제기관이 운 하는 경우에는 법규에 의

해 안전 관련 기기의 고장이나, 원전 정지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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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DB화를 하고 있다. 반면 사업체는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 DB화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기 신뢰도 자료 및 원전 정지 자료 이 외에도 발생빈도가 희귀한 

공통원인고장 및 배관 신뢰도 자료 등을 DB화하려는 노력이 OECD/NEA 중심으

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 해외의 기기 신뢰도 DB  [홍승렬, 1994]

원전을 운 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신뢰도 DB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여

기서는 이 중, 미국, 일본, 캐나다의 신뢰도 DB 현황을 소개한다.

미국의 규제기관인 NRC는 법규에 의해 산업체로부터 주요 기기의 고장에 대

한 정보인 LER (Licencing Event Report)을 제출 받아 DB화하고 있다. NRC는 

이 DB를 이용하여 기기의 신뢰도 자료를 계산하는 등 필요한 신뢰도 자료를 산

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 DB를 활용하여 방대한 공통원인고장 자료를 분

석하여 DB화한 바 있다. 

NPRDS (Nuclear Plant Reliability Data System)는 사업체가 기기고장자료 

필요성 인식으로 발족하 으며, 미국 INPO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DB에는 안

전성과 관련된 계통 및 기기에 대해, 기기 고장자료 및 Out of Service 이력, 계

통 고장 이력, 계통 및 기기 사양, Plant 정보 및 운전 이력 등의 정보가 포함된

다.

미국 EPRI 사에서 구축하여 운 하고 있는 EPIX (Equipment Performance 

and Information Exchange System) 는 최근 활발해지는 위험도 정보 활용 분야 

및 미국의 새로운 규제인 Maintenance Rule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NPRDS 의 

후속으로 새로 운 되는 DB 이다. 현재는 미국 원전의 87% 정도가 EPIX에 자료

를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B의 주요 내용은 NPRDS와 마찬가지인 

미국 원전의 기기 고장자료, 기기 운전이력, 계통 및 기기 사양 등이나 각 자료의 

상세한 정도가 크게 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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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규제기관인 NUPEC의 NUSIRC (Nuclear Safety Information 

Research Center) 에서는 MITI 안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정보 수

집하고 DB화하고 있다. NUSIRC는 1984년부터 운 되고 있으며, 약 40여명의 인

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국내외 사고,고장 정보 수집/분석, 주요 기기 고

장율 자료 수집/분석, 원전 운 정보 수집/분석, 환경방사선 및 종사자 피폭 자료, 

그리고 외국 자료 수집 (OECS/NEA 의 IRS, US 의 LER), 국제협력, 언론 보도 

DB 등이 포함된다.

일본 CRIEPI의 NIC (Nuclear Information Center)는 일본 전력회사를 위한 

원자력 정보센터로서 국내외 원전의 운전/보수 정보의 수집/분석/평가를 위해 

1983년부터 운 되고 있다. NIC는 일본 원전 운전 event 정보 수집, 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분석, 신뢰도 자료 수집/분석, 국제 협력 (자료 및 정보 교환) 등을 수

행한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전력회사인 Ontario Hydro 사는 CORDS (Nuclear 

Component Reliability DB System)을 운 하고 있다. 각 원전으로부터 입력되는 

자료를 본사의 Nuclear Safety & Operational Analysis Department에서 정리/보

완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한다.  주 목적은 포괄적인 기기 신뢰도 DB를 구축하는 

것이며, DB에는 기기사양 DB, 기기고장 자료 DB, 기기 운전 이력 DB 등이 포함

되어 있다.

나. 최근의 DB화 방향 

지금까지 신뢰도 DB는 기기 신뢰도 DB와 원전 정지 이력 DB에 초점이 맞

추어져 왔다. 최근에는 위험도 정보 활용 분야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존 신뢰도 자

료를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추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PSA 및 위험도 정보 활용과 관련된 많은 종류의 자료에 대한 

DB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뢰도 자료의 

DB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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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PSA 결과에서 중요한 인자로 평가되고 있으나, 자료의 희귀성으로 인

해 불확실성이 큰 공통원인고장 자료의 DB화를 위해서 OECD/NEA에서는 ICDE 

(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라는 국제 공동연구[한상

훈, 2001b]를 통해 여러 국가들의 자료를 DB화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CDE 과제에는 현재 스웨덴, 프랑스, 독일, 미국 등 9개국이 참여하여 왔으

며, 최근 한국과 일본도 참여를 시작하 다. 

고장 자료가 적은 배관 및 케이블 등 피동기기에 대해서도 OECD/NEA 등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려는 과제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 배관의 경우에는 OPDE 

(OECD Piping Failure Data Exchange) 과제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 

과제는 배관의 고장 자료를 DB화하고, 배관의 고장률 평가 및 고장 현상을 규명

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케이블의 경우에는 케이블 노후화에 대한 국제 공

동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3. 표준원전 보호계통 신뢰도 상세분석

가동중 원전에 대한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안전 관련 기기들의 건

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은 TS를 통하여 원전 운 자에게 안전 제한치, 

AOT, STI 등과 같은 많은 요건들을 부과하여 왔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결정론

적 방법과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부가되었던 원전 운전에 대한 새로운 제약 사

항들은 TS 요건들의 범위와 개수에 있어서 지속적 증가를 가져왔었고, 위험도 평

가 기술을 포함한 많은 기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수적

인 TS에 의한 원전 운 이 유지되어 왔었다. TS의 지나친 보수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전문 인력 확보, 잦은 시험에 기인한 기기 마모 증가, 시험 

중 이용불능도 증가, 시험 후 기기배열 오류, 시험 중 과도사건 유발 가능성 증가, 

등등 - 원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규제 기관을 포

함한 원자력 산업계는 TS 요건에 의해 부과된 원전 운 자의 부담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왔었고, 이에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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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원전 운 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행 TS 요건들을 변경 내지 재구

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이러한 노력은 PSA 방법을 통한 위험도 

정보에 근거하여 TS의 운전 제한조건 및 정기점검 요건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며, 

미국 NRC의 TS개선과 관련한 일반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 1983년 TSIP (technical specification improvement program)의 수행을 

위한 NRC task group이 결성되어 활동 시작 (NUREG-1024).

-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NRC는 부분적으로 PSA 결과에 근거한 TS 

개선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취함.

- 1992년 NUREG-1366을 통하여 TS의 정기점검요건을 발전소 위험도

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함과 아울러 노형별 표준 

TS ([USNRC, 1995c]~[USNRC, 1995g])를 발간함. 

- 1993년 TS 개선에 대한 최종 정책 성명(58FR39132)을 발표하여 사업

자에게 PSA 결과로부터 얻게되는 위험도 정보의 적극 활용할 것을 추

천함. 이러한 입장은 1995년 TS에 대한 내용인 10CFR50.36 의 개정에

서도 반 됨.

- 1995년 NRC는 정책성명(60FR42622)을 통하여 PSA 기법은 모든 규제 

분야로 확대 적용 가능함을 공표함. 이는 위험도 정보 규제 및 활용 

(RIR&A) 을 위한 PSA의 도입을 의미함.

- 1998년 TS와 관련된 규제지침(RG1.174, RG1.177) 과 검토지침(SRP 

Ch.16.1)을 제정하기에 이름.

TS 개선과 관련한 이러한 NRC의 규제 흐름은 1982년 웨스팅하우스 원전 사

업자 그룹 (WOG)에서 PSA 기법에 기초한 RPS 의 일부 기기에 대한 STI 완화

를 요구하는 일반 주제 보고서 (general topical report)를 NRC에게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제출은 NRC로 하여금 TS 개선 또는 

최적의 AOT 및 STI를 결정하기 위한 PSA 기법들의 이용 및 규제 분야로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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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방법론 연구를 시작하게 하 던 것이다. 그 결과 NRC의 규제 정책은 

PSA 기법에 기초한 TS의 개선으로 인해 공중에 대한 위험도가 수용 범위 이상

으로 증가하지 않음을 예시하는 한 PSA 방법을 통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

적인 검토를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형별 표준 운  기

술 지침서(STS)의 개발로 이어졌고, 나아가 최근에 이르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위험도 정보 이용 규제 및 활용 (RIR&A) 분야로의 발전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

다. 이러한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1) 기존의 결정론적 분석 결과 또는 공학적 

판단에 근거한 의사 결정 과정에 위험도 평가 결과를 추가함으로써 원전 안전성

에 대한 목표 지향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2) 중요도가 큰 안전 관련 이

슈들의 선택과 이에 대한 규제 자원의 집중을 통한 규제 효율성 및 효과의 극대

화함과 아울러, 3) 원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도한 규제 충족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함이다. 

본 본고서에서는 WOG에서 RPS/ESFAS의 TS 요건 개선을 위해 수행한 많

은 연구 활동들은 본 보고서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의 고리 3,4 및 광 

1.2 호기의 RPS/ESFAS의 AOT/STI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김명기, 1999]에 상

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표준원전 RPS/ESFAS의 설계 

및 TS 요건들이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전과는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표

준원전의 RPS/ESFAS는 CE형 원전의 RPS/ESFAS와 거의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CEOG (CE owner's group) 에서 수행한 RPS 및 ESFAS의 AOT/STI 개선을 위

한 연구 동향만을 기술하기로 한다.

- 1983년 2월 미국 Salem Unit 1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에서 발생한 원

자로 자동 정지 불능 사건 (수동 정지 성공)은 Outage 후 출력운전으

로의 전환 중 급수상실 과도사건(feedwater flow transient)이 발생하

으나 원자로 자동 정지에 실패하여 운전원에 의해 수동 정지된 사건이 

발생하 음. 이 사건은 전형적인 원자로 정지 불능 과도사건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의 발생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으

로 NRC에서는 상세 원인 분석 (잦은 시험에 기인한 트립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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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binding으로 판명됨)과 함께 GL 88-28를 발행함. GL 

88-28의 주요 내용은 모든 노형의 원전에 대하여 원자로 정지 계통의 

고 신뢰도를 확인하고 STI에 대한 적합성 평가에 대한 요구임. 

- NRC의 GL88-28 요구에 따라 1984년 12월 CE-NPSD-277 발간. CE사

가 공급한 4가지 RPS 설계 유형에 대하여 현행 시험주기 (30일) 하에

서의 신뢰도 분석만을 수행함. 

- 1986년 6월 CEN-327 [CE, 1986] 을 발간함. 보고서에서는 

CE-NPSD-277 의 모델을 바탕으로 RPS/ESFAS 시험 주기 변경에 대

한 위험도 향 평가를 수행함. 그 결과 핵비등 이탈율 (DNBR), 국부 

출력 도 (LPD)를 포함한 일부 RPS 정비변수에 대해서는 기존 30일

에서 60일 기준의 STI로 변경을 추천하 고, 이들을 제외한 모든 

RPS/ESFAS 관련 시험에 대하여 기존 30일 기준에서 90일 기준으로 

STI 연장을 추천함. (NRC에서는 모든 정지변수에 대해 90일 기준의 

STI 적용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나 사업자의 신청 내용대로 승

인함) 

- 1989년 3월 CEN-327A Supplement 1에서는 CEN-327 보고서에 대한 

NRC의 검토결과를 반 함. 모든 RPS/ESFAS 관련 모든 STI를 90일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위험도 향분석을 수행함. 일부 RPS 정지변

수에 대해서는 90일 교번시험을 추천함.  1989년 12월 NRC 승인 받음. 

- 1990년 4월 CE-NPSD-576 “RPS/ESFAS Extended Test Interval 

Evaluation for 120 Day Staggered Testing” 보고서 발간. 120일 교번

시험주기와 기존의 90일 연속(sequential)시험 주기간 위험도 향 비교 

평가를 수행한 결과 위험도 측면에서 유리한 120일 교번 시험 주기의 

적용을 추천하 고, NRC 승인 받음.

- 1996년 3월 CEN-403 “ESFAS Subgroup Relay Test Interval 

Evaluation” 보고서를 발간. 부계전기의 시험주기를 2개월 교번시험주

기 (실제 CE형 원전으로 4개 유형이 공급되었고, 원전 유형간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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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존재함)에서 18개월 교번주기로 연장을 위한 위험도 분석 수행. 

NRC로부터 조건부 승인 (발전소별 적용 가능성 및 주기연장에 따른 

설정치 계산의 타당성 검토 필요)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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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 1980년대 말에 PSA가 도입된 후 국내 대부분의 가동 중 원전과 신규 원

전에 대한 PSA가 인허가를 위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수행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PSA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허가 조건과 연결되

어 주로 대상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PSA 결과를 활용한 

발전소 응용은 별로 이루어 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

국에서 RIR&A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전의 경제성 향상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 RIR&A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과제 이전까지의 이와 같은 단편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한 적용

만이 이루어져 그 연구 및 적용 실적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본 절에서는 국내 

RIR&A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 다. 

1.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 기술 개발

가. 신뢰도 기반 기술 지침서 최적화

국내에서 기술 지침서를 여러 측면에서 최적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

어 왔으나 실제 현장에 적용된 것은 Westinghouse 원전 형태의 ‘고리 3,4호기 및 

광 1,2 호기의 RPS/ESFAS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 시간 완화’ [김명기, 1999] 연

구로 이를 통하여 고리 3,4호기 및 광 1,2 호기의 RPS/ESFAS 허용정지시간 및 

점검주기를 완화한 바 있다. 또한, 광 1,2,3,4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 시험주기를 

완화함에 있어 비상디젤발전기 감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부분적으로 위험

도 평가 결과를 활용한 바 있다[KEPRI, 2001], [김승환, 1998]. 

나.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 및 가동 중 정비 

국내에서는 본 과제 이전에는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에 관한 연구가 수행

된 바가 없다.  또한, 가동 중 정비 관련하여서도 본 과제에서 수행된 연구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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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국내에서 별도의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다. 이는 비록 이들 항목에 대한 산

업체 및 규제 기관의 관심이 있었더라도, 아직 국내 PSA 기반이 이와 같은 업무

를 수행하기에는 미비한 바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 정비규정

정비 규정은 성능 기반 규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성능 

기반 규제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본 과제 이전에는 국내에서 정비규정에 대한 연

구가 수행된 바는 없다. 다만, 국내 원전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에서 발전소 안전 성능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이세열, 2001]. 

2.  기기 신뢰도 DB 구축

국내에서는 고리 3,4호기 PSA [홍승렬, 1992] 수행시 주요 안전 기기에 대해 

신뢰도 자료를 수집/분석한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신뢰도 DB의 기반이 없

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하여 수집한 자료들은 현재 DB화된 것이 없으며, 분석 결

과인 특정 기기 종류에 대한 고장률 값만이 고리 3,4호기 PSA 보고서에 기록되

어 있다. 그 외에는 이 연구 전까지 신뢰도 자료 분석이 수행된 바 없으며, 특히 

신뢰도 자료 분석 체계는 수립된 바 없다. 

국내에서는 기기 신뢰도 DB는 아직까지 구축 운 되지는 않고 있으나,  신뢰

도 DB의 구축에 필수적인 입력이 되는 DB는 사업자 및 규제기관에서 운 하고 

있다. 이러한 DB로는 기기의 보수 이력 DB인 한수원의 PUMAS/N과 한전기공의 

MAPS[MAPS, 1999]가 있다. 신뢰도 자료의 측면에서 MAPS는 PUMAS/N-II와 

유사한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 한편 정지 이력을 DB화하는 DB로는 한수원의 

POINTS[이강덕, 1999a]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의 NEED[NEED, 2001]가 있으며, 

이 외에 한수원에서는 인적오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K-HPES[KEPRI, 1998] 가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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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뢰도 자료 분석에 필요한 국내의 관련 DB

PUMAS/N-II [이강덕, 1999b] 는 1997년부터 원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

으며, 2000년에는 모든 원전에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최근에는 PUMAS/N-III

가 개발되어 원전에서 운 될 예정으로 있으며, PUMAS/N-III는 신뢰도 DB로 바

로 사용되기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신뢰도 분석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추후 국

내 원전 기기 신뢰도 DB 구축에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UMAS/N-II는 원자력발전소의 운  및 정비경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예방

정비 및 수리정비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과 설계변경 관리업무 등의 전산화, 정비

업무 능률과 설비이용률 향상을 위해 개발되었다. PUMAS/N-II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DB화되어 있다. 

●  기기정보 관리 : 기기 기본정보(Tag No, 기기 식별번호, 기기명, 품질등

급, 계통코드 등), 특성사양, 기기도면관리, 동일기기, 사양부품, 제작자/공

급자 정보제공

●  정비정보 관리 : 예방정비 카드 관리

●  정비작업 관리 : 작업의뢰서 관리, 작업의뢰서 통계, 주공정 관리

●  정비이력 관리 : 기기 정비이력, 교정관리, 진동/온도 측정관리, 주유작업 

관리

●  정주기시험 관리 : 정주기시험, 가동중시험, 교체운전 관리

●  설계변경 관리 : 설계변경 제안서, 설계변경서, 도면수정서 관리  

POINTS [이강덕, 1999a]는 한수원에서 국내 원전의 고장정지 사례에 대한 고

장원인 분석결과와 도출된 문제점 및 재발 방지대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POINTS는 DB를 활용하여 발전소간 고장정지 경

험자료 전파 및 공유, 과학적인 통계방법에 의한 고장정지 분석으로 효과적인 재

발방지 대책 수립, 각 대책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관리 강화,  효과 분석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OINTS에 포함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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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고장정보 및 대책관리 : 고장 발생시 발생되는 일련의 업무(상황속

보, 사고고장 등급보고, 원자로/발전기 정지조사표, 유사고장 재발방지대책 

및 조치, 전기고장 상보, 고장정보 활용검토, INES 보고)의 처리 및 관리

●  통계보고서 관리 :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장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조회조건에 따라 출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일일 운전현황 관리 : 매일 매일의 운전현황 작성 및 출력기능을 제공하

여 모든 발전소의 일일운전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

●  시스템 관리 : 발전소 호기정보, 연도별 발전원가 및 연료교체주기  입력 

및 조회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모든 코드에 대한 관리기능 및 시스템의  

        보안과 관련된 설정 및 버전관리 기능

NEED (Nuclear Event Evaluation Database) 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1995년부터 운 중인 DB로서 원전의 정지 사례를 사업자로부터 받고, 자체적인 

분석결과를 포함하여 DB화하고 있다. NEED는 1998년부터는 안전규제업무에 일

부 활용할 수 있도록 DB를 확대 구축하고 과학기술부, 안전기술원 및 원전사업자 

등의 제한된 이용자들에게 배포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효과적인 정보

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HPES (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 는 인적오류에 의한 원

자력발전소 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사오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의 INPO에서 개발된 오류분석기법이다. 한수원에서는 한국형 K-HPES를 개발하

여 국내 원전의 인적오류를 분석하고 DB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3. 표준원전 보호계통 신뢰도 상세분석

국내에서도 상기한 국제적인 규제 흐름의 변화에 따라 규제 및 원전 운 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PSA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예를 

들면, 고리 3,4 호기 및 광 1,2 호기 RPS/ESFAS의 AOT/STI 완화 연구[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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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1999]를 통하여 해당 발전소의 TS 요건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바 있다. 하지

만, 계통 설계 및 운전이 웨스팅하우스사형 원전 (고리 3,4 및 광 1,2 호기)과는 

매우 상이한 표준원전 RPS/ESFAS 경우 국내 신뢰도 분석 사례로는 

KAERI/TR-486/94 [하 준, 1994] 정도가 전부이다. KAERI/TR-486/94 보고서는 

표준원전(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RPS/ESFAS의 정기점검 시험요건 완화에 초

점을 맞추어 수행하 으나, 수행 당시 울진 3,4호기는 건설 단계에 있었으므로 상

세 설계 및 운전 경험이 배제된 상태의 일반 PSA 모델에 기초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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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 기술 개발 

1.  신뢰도 기반 기술 지침서 최적화

가.  허용정지시간 최적화 연구

기술 지침서에 기술된 주요 안전 계통의 허용 정지 시간을 PSA 결과

를 활용하여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가 본 과제의 중요 연구 항목이었다. 이

를 위하여 먼저 허용 정지 시간 변경에 따른 위험도 증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 다.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치는 규제 기관에 의하여 설정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현황을 참조하여 국내의 승인 기준치에 

대한 제안을 하 다.  이와 같은 승인 기준치를 설정한 후 울진 3,4 호기

의 주요 안전 계통의 허용 정지 시간 변경 가능성을 연구하 다. 

(1) 승인 기준치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위험도 정보 이용 규제 국내 승인 기준치가 

아래 표1 - 표7에 나와 있다[강대일 2001a].

표 1 - 표 4에서 기술지침서( 구적) 변경에 대한 위험도 척도로 노심

손상빈도증가(ΔCDF), 대량 초기누출빈도 증가(ΔLERF),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ICCDP), 증가된 조건부 대량 초기누출 확률(ICLERP)을 제

시하 으며, 기준치를 3가지 범위로 분류하고 각  범위에 대해 수행되어야

할 PSA의 범위를 규정하 다. 표 5 - 표 6에서는 출력운전 중 정비 같은 

순간적인 위험도 변화시에 사용하는 척도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CCDP), 

대량 초기누출확률(CLERP)를 사용하 다. 각 척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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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CDF: = CDF1 - CDFbasic

여기서, CDF1 = 발전소 변경으로 인한 새 노심손상빈도

CDFbasic = 발전소 변경이전의  기본 노심손상빈도

ΔLERF: = LERF1 - LERFbasic

여기서, LERF1 = 발전소 변경으로 인한 새 대량초기누출빈도

LERFbasic = 발전소 변경이전의  기본  대량초기누출빈도

ICCDP:= (CDF1 - CDF0 ) * d

                                           

여기서, CDF1 :  기기가 고장난 경우 새 노심손상빈도            

     

CDF0 :  기기가 고장나지 않은 경우 노심손상빈도

d:  허용정지시간과 관련된 고장지속시간, 보통은 고장정비

시간 

ICLERP:=(LERF1 - LERF0 ) * d

여기서, LERF1:  기기가 고장난 경우 새 대량초기누출빈도        

     

LERF0 :  기기가 고장나지 않은 경우 대량초기누출빈도

d:  허용정지시간과 관련된 고장지속시간, 보통은 고장정비

시간 

CCDP ≃ ICCDP 

즉, CCDP는 ICCDP와 같으나, 공통원인고장 계산 처리가 다른, 일

시적 위험도 변화시에 사용하는 조건부 노심손상확률이다. 

CLERP ≃ ICLERP

즉, CLERP는 ICLERP와 같으나, 공통원인고장 계산 처리가 다른, 

일시적 위험도 변화시에 사용하는 조건부 대량초기누출확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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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승인 가능한  노심 손상 빈도 (CDF*) 증가와  1단계 PSA 수행범위

기준치

종류

선별분석 승인기준치:

△CDF* < 1.0E-6

상세분석 승인기준치:

1.0E-6 < △CDF < 

1.0E-5

승인불가 기준치

: 

△CDF > 1.0E-5

CDF 기본 CDF가 

1.0E-4보다 상당히 

크지 않아야 함

전체 CDF가 

1.0E-4보다 작아야 

함

승인불가

PSA

수행범위

기본   PSA (Level 1 

(internal), 또는 IPE)

기본 PSA 외에 

정지운전, 

외부사건등의 PSA

* CDF = Core Damage Frequency 

표 2.  승인가능한 대량초기누출빈도증가 (LERF*)와 2단계 PSA 수행범위

기준치

종류

선별분석 승인기준치:

△LERF* < 1.0E-7

상세분석 승인기준치:

1.0E-7< △LERF < 

1.0E-6

승인불가기준치:

△LERF > 1.0E-6

LERF 기본 LERF가 1.0E-5  

보다 상당히 크지 

않아야 함

전체 LERF가 1.0E-5  

 보다 작아야 함 승인 불가

PSA

수행범위

기본 2단계 PSA  

(Level 2 (internal), 

또는 IPE)

기본 2단계 PSA 

외에 정지운전, 

외부사건 등의 2단계 

PSA

  

  * LERF =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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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조건부노심손상확률 (ICCDP)의 기준치

기준치

종류

선별분석 

승인기준치: 

ICCDP < 5.0E-7

상세분석 승인기준치:

5.0E-7 < ICCDP < 

5.0E-6

승인불가 기준치:

ICCDP> 5.0E-6

향정도 경미한 향 기본분석 외에 보충적인

분석 필요
승인불가PSA

수행범위

기본 PSA (Level 1 

(internal), IPE ),

기본 PSA 외에 

정지운전, 외부사건등의 

PSA

* ICCDP = Incremental Conditional Core Damage Probability

표 4.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조건부 대량초기누출확률 (ICLERP*)의 기준치

기준치

종류

선별분석 승인기준치: 

ICLERP < 5.0E-8

상세분석 승인기준치:

5.0E-8 < ICLERP < 

5.0E-7

승인불가 기준치: 

ICLERP > 5.0E-7

향  

정도

경미한 향 기본분석 외에 보충적인

분석이 필요
승인 불가PSA

수행범위

기본 2단계 PSA 

(Level 2 (internal), 

IPE ),

기본 2단계 PSA 외에 

정지운전과 외부사건 

등의 PSA

* ICLERP = Incremental Conditional Large Early Release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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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일시적 변경에대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의 기준치

기준치 

종류

선별분석  

승인기준치: 

CCDP < 1.0E-6

상세분석  승인기준치

1.0E-6<CCDP< 1.0E-5

위험도 심각기준치:

CCDP > 1.0E-5

향

정도

경미한 향 비정량적 요소평가 필요, 

위험도 관리전략 설정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정당화 필요

표6.  일시적  변경에 대한  조건부 대량초기누출확률의 기준치

기준치

종류

선별분석 

승인기준치: 

CLERP < 1.0E-7

상세분석   승인기준치

1.0E-7<CLERP< 

1.0E-6

위험도 심각기준치:

CLERP > 1.0E-6

향

정도

경미한 향 비정량적 요소 평가 

필요, 위험도 관리전략 

설정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정당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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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침서의 항목을 변경 시에는 기본적으로 ΔCDF, ΔLERF, ICCDP, 

ICLERP를 평가하여 이들 값이 각 기준치를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 다만 

항목의 변경이 LERF나 ICLERP에 향이 없거나, 혹은 그 향이 미미하

다면(예: RPS/ESFAS 등) ΔCDF, ICCDP의 평가로 충분하다.

ΔLERF, ICLERP의 기준치는 ΔCDF, ICCDP 기준치의 10% 이고, 일

시적인 CDF의 절대적인 기준치는 1.0E-3(/yr) 미만으로 기술지침서( 구

적) 변경이나 순간적 변경 모두가 이 기준치를 만족해야 한다 [강대일 

2001a].

  (2) 허용정지시간(AOT) 변경

허용 정지 시간의 변경이 요구되는 계통을 파악하기 위한 원전 직원과

의 면담을 통해 파악된  허용정지시간(AOT) 변경 대상계통은 아래 표 7

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아래 표에서 목표 AOT는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

하여 연장 가능성을 검토할 목표 AOT 값이다 [강대일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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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허용정지시간 변경 대상계통

계통 조건

현재의 

허용정지

시간

변경 목표

허용정지

시간

SIT 1개의 SIT 이용불능시 1시간 24시간

HPSIS  1 계열의 비상급수 부속계통 이용 불능 시 72시간 7일

LPSIS 1 계열의 비상급수 부속계통 이용 불능 시 72시간 7일

SCS 1 계열의 정지냉각 부속계통 이용 불능시 72시간 7일

CSS 1 계열의 격납건물 계통 이용 불능 시 72시간 7일

CCWS 1 계열의 안전성관련 유로 이용 불능 시 72시간 7일

ESWS 1 계열의 유로 이용 불능 시 72시간 7일

ECWS 1 계열의 유로 이용 불능시 7일 변경 없음

EDG 1개의 비상디젤발전기  이용 불능 시 72시간 10일

위 표에 나타난 각 계통의 약자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주요 계통의 약자

문 우리말

SIT 안전주입탱크

HPSIS 고압안전주입계통

LPSIS 저압안전주입계통

SCS 정지냉각계통

CSS 격납용기살수계통

CCWS 기기냉각수계통

ESWS 필수해수계통

ECSW 필수냉각수계통

EDG 비상디젤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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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IS, SCS, CSS, SIT 및 DG의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위험도 평

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승인 기준치를 만족함으로 위험도 측면에서는 이

들 계통의 허용정지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즉, 각 계통에 대한 ΔCDF와 

ICCDP의 평가 결과는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승인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

      

계통 LPSIS HPSIS SIT SCS CSS EDG CCWS ESWS
ΔCDF 6.0E-9 0 0 8.0E-9 2.2E-8 1.3E-8 0 7.8E-8

ICCDP 1.44E-7 2.36E-6 1.12E-9 1.39E-7 2.92E-7 1.40E-7 2.87E-6 2.71E-6    

 

 또한, ΔLERF와 ICLERP는 다음 표와 같이 모든 계통에 대해 승인 기

준치를 만족하고 있다.    

   

계통 LPSIS SIT SCS CSS EDG
ΔLERF 0 0 0 0 0

ICLERP 9.186E-9 3.151E-12 1.155E-8 1.534E-10 1.386E-8     

LPSIS, SIT, SCS, CSS 및 EDG 계통의 AOT를 모두 동시에 위에 제

안된 값으로 변경 할 때의 ΔCDF는 2.05E-7로써 CDF는 2.491% 증가하

며, ΔLERF는 0로써 LERF는 0% 증가한다.

LPSIS, SIT, SCS, CSS, EDG 계통들의 허용정지시간 변경과 LPSIS, 

SCS, CSS, EDG, CCWS,  ESWS, ECWS 계통들의 예방정비로 인해 증

가되는 노심손상빈도 변화, 즉, ΔCDF는 8.8E-7로써 앞에서 제안된 승인 

기준치를 만족한다[강대일 20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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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사건을 고려한 허용정지시간 변경과 예방정비에 대한 위험도 평가 

외부 사건을 고려한 평가는 허용정지시간 변경과 예방정비 수행으로 

인해 외부사건(지진, 화재, 내부침수) PSA의 결과가 얼마나 향을 받는지

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 으며, 평가 대상 계통은 HPSIS, CSS 및 EDG

로 선정하 다. 개괄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것은 [강대

일, 2001b]에 기술되어 있다. 

- 기술지침서 등의 변경에 대한 위험도 승인 기준치는 상대적 기준치

가 절대적 기준치에 비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 외부사건을 포함해 평가하더라도 전체 노심손상빈도 증가가 매우 

작고,  조건부 노심손상확률 값은 내부사건만을 고려해 평가한 결과

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표준형 발전소의 기술지침서 

등의 변경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시에 외부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할 필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국내 표준형 발전소의 발전소 변경에 대한 외부사건의 위험도 평가

시는 화재 사건분석만을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내부침수 사건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거의 변화가 없으며, 

지진의 경우에는 지진 위해도분석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른 사건

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4) 전이위험도 평가를 이용한 허용정지시간 결정 

전이위험도란 전 출력운전에서 특정 정지운전, 그리고 다시 특정 정

지운전에서 전 출력운전까지의 운전상태 변경시 이와 관련된 위험도를 말

한다.  전이위험도 평가는 주로 정지운전과 관련된 허용정지시간을 결정하

거나 허용정지시간 변경의 타당성을 보이기위해  수행한다. 또한 출력운전

중의 기기 고장으로 고장정비를 할 경우 발전소를 계속 운전할 것인지 혹



- 34 -

은 정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것은 [강대일, 2001c]에 기술되어 

있다.

- 정지운전과 관련된 기술지침서 변경시에는 전이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지만 기 수행된 전이 위험도 평가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이나 

가정사항 등은 서로 상이 하다.

- 전이위험도 평가 방법을 정립하고 동 방법론을 이용해 고압안전주

입계통과 저압안전주입계통의 허용정지시간을 결정하 다.    

- 정립된 방법론은 허용정지시간 결정이나 기기 고장시 연속운전하며 

기기 수리를 할 것인지, 정지운전하며 기기수리를 할 것인지 결정시 

사용될 수 있다.

- 평가결과, 고압안전주입계통의 현재 허용정지시간은 적절하게 

설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압안전주입계통의 

허용정지시간은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이위험도 평가를 이용한 허용정지시간 결정에 주요하게 

향끼치는 요인은 정지운전시간, 공통원인고장 고려 유무, 

정지운전의 위험도로 파악되었다.

나.  정기 점검 주기(STI) 최적화 방법 개발

(1) 원전 안전 등급 계통의 AOT 및 STI 변경에 따른 경제적 요소 평가

AOT와 STI는 신뢰도 정보를 이용하여 기술 지침서를 최적화하는 가

장 일반적 대상이며,  AOT와 STI 변경은 원전의 안전성만이 아니라 경

제성에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AOT 및 STI의 변화

가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미치는 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변경 조건을 찾아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AOT 및 STI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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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따른 경제적 요소는 다음 표 9과 같다.

표 9.  AOT 및 STI 변경에 따른 경제적 요소

AOT 변경에 따른

 경제적 요소

- AOT 변경에 따라 불시 정지 빈도가 변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요소 

- AOT 변경에 따라 투여되는 보수 관련 인력과 자재

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요소 

- AOT 기간 변경에 따라 변화되는 노심손상 빈도에 

의한 기대 손실액의 변화 

STI 변경에 따른

 경제적 요소

- STI 변경에 따라 검사 회수가 변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검사 비용  변화

- STI 변경에 따른 계통 이용 불능도 변화에 따라 변

화되는 노심손상 빈도에 의한 기대 손실액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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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기법을 이용한 정기 점검 주기(STI) 최적화

항상 전체 최적점(Global Optimum)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 기법(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기점검주기 최적화를 연구하 다. 자세한 내용은 [양준

언, 2002]에 기술하 다.

AOT 혹은 STI 변경에 따라 원전 운 을 최적화하기 위하여서는 최

적화 목적함수가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운  최적화를 위

한 기본 방법론 개발을 위하여 그 예로서 STI 최적화 목적 함수를 다음

과 같이 정의하 다. 

cmT = cmI+(1- qav)qav+ qav.cmF

여기서, cmT = 계통 m의 전체 보수 관련 비용 

cmI= 계통 m의 정기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qav= 계통 m의 점검 후 원상 복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cmF= 계통 m의 고장이 발생시 기기의 교체 혹은 수리 

비용 

qav = 계통 m의 이용 불능도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정의한 STI 변경에 따른 최적화 목적 함수를 

사용하여 STI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 다. 일반적으로 PSA 모델을 사

용하는 최적화 문제는 비선형의 다목적-다요소 최적화 문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최적화 방법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전체 최적점을 보장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전

자 기법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하 다. 유전자 기법은 현실 세계의 

생물계의 진화 방식을 흉내내는 기법으로 다목적-다요소 최적화 문제 등 

대부분의 최적화 문제해결에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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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기법은 관련 매개변수를 적절히 선택하는 경우 항상 전체 최

적점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기법은 기본적으로 자연 

세계의 특성을 흉내내고자 하는 방법이다. 즉, 자연계에 있는 생물들은 

그 진화과정에 있어서, 어떤 세대 (Generation)를 형성하는 개체 

(Individual)들의 집합  개체군 (Population) 중에서 환경에 대한 적합도 

(Fitness)가 큰 개체들이 높은 확률로 살아 남아 재생 (Reproduction)할 

수 있게 되며, 이때 교배 (Crossover) 및 돌연변이 (Mutation)로써 다음 

세대의 개체군을 형성하게 된다. 유전자 기법은  이와 같이 생물의 진화

과정을 인공적으로 모델링 한 방법이다. 유전자 기법은 확률적 탐색이나 

학습 그리고 최적화를 위한 한 가지 기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기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유전자 기법의 대부분 

기능을 제공하는 상용도구를 이용하 다. 먼저, 개발된 사건 수목과 고장 

수목으로부터 각 발전소 손상 상태에 대한 최소 단절 군을 구하 다. 고

장 수목의 기본 사건, 즉, 기기의 고장 확률이 각 개체의 염색체로 모델

이 된다.

유전자 기법은 기본적으로 확률론적 연산에 기반하므로 유전자 기법

의 여러 변수에 대한 일종의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변수 값을 찾

아냈다. 즉, 교배, 돌연변이 등에 대한 확률 값을 변경시켜가며 그 결과를 

비교하 다. 또한, 난수 값을 생성하기 위한 초기값, 개체군의 크기 및 염

색체의 크기 변화에 대한 향도 고려하 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유

전자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변수들을 다음 표10과 같이 정의하 다. 



- 38 -

표 10. 유전자 모델 구축 변수

모델 구축 관련 항목 최종 모델 변수값

개체군 크기 100

염색체의 크기 32 bits

교배 확률 0.9

돌연변이 확률 0.01

최대 세대 (Generation) 수 300

종결 조건
최고 적합도가 50세대 동안 변하지 않는 

경우 종결

다음 그림 2 는 위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 최적화된 계통 별 STI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Org. STI는 기본 경우 (Base Case)의 계통별 STI

를 의미하며, System Level로 표기된 것은 각 계통별로 전체 노심 손상 

빈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증가시킬 수 있는 계통별 최대 STI를 의미한다. 

반면에 Plant level로 표기된 것은 전체 노심 손상 빈도를 변화시키지 않

는 조건 하에서 PSA에 모델 된 모든 계통의 STI를 동시에 변경시킬 때 

가장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계통별 STI를 나타낸다. 여러 계통의 STI를 

동시에 최적화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은 저하하지 않으면서도 시험회수는 

57%, 보수 비용은 76%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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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통 별 STI 비교

다.  조직인자

기기 보수와 관련된 조직인자를 조사하고 이의 PSA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고, 위탁과제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

용은 [서울대, 2002]에 기술하 다.

원전안전에 있어 조직인자가 미치는 향은 1970년대 초부터 언급되기 

시작하 고, 1979년 미국의 TMI 사고보고서에서 조직인자에 초점을 맞추

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이후의 여러 대규모 사고, 예

를 들어 챌린저호, Exxon Valdez, Piper Alpha, Three Mile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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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rnobyl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조직의 결함에서 그 근본 원인이 

비롯되었다는 결과를 얻게 됨에 따라 조직인자가 중요한 분석 대상의 하나

로서 인식되었다. 조직 오류는 대부분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

니라 시스템에 잠재되어 있어 간과하기 쉽다는 특성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기술, 인간공학 측면에서의 안전성 향상은 많이 시도되어 왔지만 조직 측면

에서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조직 향을 평가하고 조직인자를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개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안전성 및 경

제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조직 향에 대한 연구는 각종 

사고의 잠재적인 원인 파악을 통한 안전성 향상과 보다 효율적인 원전 운

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각으로서 경제성 제고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원전 조직개념 모델 개발과 관련한 국내외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 중 

조직개념 모델, 조직인자 규정, 조직 향 파악, 조직인자 및 조직 향 평

가 방법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행하 다. 

국내외 조직인자 관련 연구 현황을 파악하여 조직인자 및 조직 향 

평가 방법을 분석하 고, 기기 보수 및 인적 수행도에 미치는 향을 나타

내는 조직 향도를 구성하여 조직개념 모델을 개발하 다.

기기보수 및 인적 수행도에 미치는 조직 향에 대한 향후 심화 연구

시 개발된 조직개념 모델을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조직 향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조직인자 분석 방법론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MACHINE (Model of Accident Causation using Hierarchical 

Influence NEtwork): 위험도를 추정하는 체계로서 MACHINE을 사용

함.

. ω-factor model: 매개변수인 ω와 P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위험도



- 41 -

를 추정하고자 함.

. WPAM (Work Process Analysis Model): 작업공정을 평가의 기본으

로 하여 위험도를 추정함.

. I-RISK (Integrated Risk): 위험도 추정 틀을 구성함.

. SAM (System-Action-Management): 조직 측면에서의 위험도를 줄이

는 척도 파악 위한 방법임.

. ISM (Integrated Safety Model): 기존의 안전 성능 지표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임.

또한 원전 방문을 통한 국내 고유 특성을 도출하고자 시도하 으며 기

기 보수 및 인적 수행도에 미치는 조직의 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조직개념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 다. 

국내 원전의 기기 보수와 관련된 후보 인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운전원과 보수 작업자의 소속: 한전 對 한전기공, 삼창

. 작업자의 정신적․육체적 상태

. 보수 부서와 운전 부서 사이의 의사소통

. 외부 정보(INPO, WANO, 운전 및 정비 경험 보고서, 사고보고서 등) 

이용 등

참고로 NRC에서 제시한 인자들 (5 가지 범주, 20 가지 인자)은 다음 

표와 같다.

범  주   인     자

행정 지식 작업 순서, 역할 및 책임, 형식화, 조직 차원 지식

의사소통 외부 의사 소통, 부서간 의사 소통, 부서내 의사 소통

문화 조직 문화, 주인의식, 안전 문화, 시간의 촉박함

의사결정 과정
중앙 집중, 목표 순위화, 문제 파악, 조직 학습, 자원 

배분

인적 자원 배치 수행 효율성, 작업자 선택, 기술 지식,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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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보수에 향을 미치는 조직인자간의 인과 관계 모델 개발을 위해 

조직 향을 나타내는 인자인 ω를 도입, 응용함으로써 기기 보수와 조직인

자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었다. 즉,

ω= λ O / λ I = (조직 향에 기인한 고장률)/(기기 본래의 고장률)

서로 다른 기기들은 다른 고장률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동일한 조

직인자 ω를 가질 수 있다.

기기 보수와 관련되는 조직 향도를 구성하여 분석 수행하면, 조직인

자 자료와 모델을 근거로 하여 ω를 추정할 수 있고, 조직인자들의 향 관

계를 그림3의 향도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다. 

PSA에 미치는 조직인자의 향 파악은 다음의 순서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조직인자에 의하여 기기 보수 작업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치게 되는 

정도(또는 확률)를 매개변수 P로 나타냄.

.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PSA에 미치는 조직인자의 향 파악

. 조직인자의 향으로 인하여 고장률이 증가할 수 있고, 이 증가량은 

다시 기기 이용불능도에 연결됨으로써 PSA에 미치는 조직인자의 

향을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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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직인자들의 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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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 연구

울진 3호기의 가동 중 시험 대상 기기에 대해 위험도 정보를 이용하여 중

요도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다음에 기술하 다. (상세 정보는 [강대일, 

2001d], [강대일, 2001e], [강대일, 2002a], [강대일, 2002c]  참조)

가.  중요도 분석 연구 

평가 대상 참조발전소인 울진 3호기 가동 중 대상 기기 밸브 629개, 

펌프 40개 전체에 대해 중요도 분석을 수행하여 중요도를 순위화하 다.

PSA를 이용한 중요도 분석은 2단계 PSA 뿐만 아니라, 정지/저출력, 

외부사건 PSA, 초기사건도 이용하여 중요도를 분석 하 다.

기기 고장율 등에 근거한 기기 중요도 분석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민

감도 분석을 수행 하 다.

. 공통원인고장 확률을 “0”로 놓고 중요도 분석 

. 회복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중요도 분석 

. LSSCs나 ISSCs로 평가된 기기는 기기 고장율의 95% 값을 이용하여 

중요도 분석 

PSA에 모델링되지 않는 기기들은 기기 고장과 관련된 초기사건 또는 

계통 등의 FV 중요도와 위험도달성가치로부터 구해진 기기의 정량적인 정

보와 배관계측도(P&ID)와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의 검토, 발전소 직원이나 

설계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얻어진 기기의 정성적 정보와 PSA 전문성

(expertise)에 근거한 공학적 판단에 의해 수행하 다.

전체 가동 중 시험 대상 기기 중요도 분석 결과 기 수행 결과보다 다

소 보수적으로 평가되었다. 표 11은 내부사건 PSA를 이용한 가동 중 시험 

대상 밸브의 중요도 분석 결과이고, 표 12는 내부사건 PSA를 이용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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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시험 대상 펌프의 중요도 분석결과이다. 표 13은 외부사건 PSA, 정지/

저출력 PSA 등을 모두 이용한 가동 중 시험 대상 밸브의 중요도 분석결과

이다. 표 13에서 가동 중 시험 대상 밸브  629개중 HSSCs는 18.28%인 115

개, ISSCs는 8.27%인 52개, LSSCs는 73.45%인 462개로 나타났다. 표 14는 

외부사건 PSA, 정지/저출력 PSA 등을 모두 이용한 가동 중 시험 대상 펌

프의 중요도 분석결과이다. 표 14에서 가동 중 시험 대상 펌프는 40개중 

HSSCs는 16개로 40%, ISSCs는 12개로 30%, LSSCs는 12개로 30%로 나

타났다. 표 15는 울진 3호기 중요도 분석 결과와 외국 원전 결과와의 비교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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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내부사건 PSA를 이용한 밸브의 중요도 분석 결과 

    

   Category

Modeled IST valves 195

84[CV], 72[MO], 8[AO], 

11[SO], 4[HO], 16[RV]

Non-IST 밸브중 

ISSCs이상 

HSSC 
  (총 92개) 

30[CV], 42[MO], 4[AO], 16[RV]
2[VV]

ISSC
  (총 30개) 

20[CV], 4[HO], 2[MO], 4[SO]
1[CV], 3[VV]

LSSC 
(총 73개) 

34[CV], 4[AO], 28[MO], 7[SO]
 Not Applicable

            

표 12. 내부사건 PSA를 이용한 가동 중 시험 대상 펌프의 중요도 분석결과

     

   

Category
Modeled IST  Pumps 28

Non-IST 

펌프중 

ISSCs이상 

HSSCs

(총 10 개) 

2[AF TP], 2[AF MP], 2[HS MP], 2[LS 

MP], 2[CS MP]

1 [FW MP]

ISSCs
(총 4 개) 

2[SW MP], 2[CW MP]

LSSCs

(총 14 개) 

4 [CC MP], 2[CV MP], 4 [CV RP], 2[SW 

MP], 2[CW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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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전체 가동 중 시험 대상 밸브의 중요도 분석 결과

 

IST Valves
Internal 

PSA

External 

PSA

Level 2 

PSA

SD/LP 

PSA

단순 FMEA와 

기기 정량화 

HSSCs - 115 92 2 8 7 6

ISSCs - 52 30 0 2 4 16

LSSCs - 465 67 0 0 0 395

Sum - 629 189 2 10 11 417

표 14. 전체 가동 중 시험 대상 펌프의 중요도 분석

IST Pumps
Internal 

PSA

External 

PSA

Level 2 

PSA

SD/LP 

PSA

단순 FMEA와 

기기 정량화 

HSSCs - 16 10 0 0 0 6

ISSCs - 12 8 0 4 0 0

LSSCs - 12 6 0 0 0 6

Sum - 40 24 0 4 0 12

표 15. 울진 3호기와 다른 발전소와의 중요도 분석 결과 비교 

기기종류  IST Pumps IST Valves

발전소 HSSCs LSSCs
HSSCs/전

체
HSSCs LSSCs

HSSCs/

전체

울진 3 28 12 70% 167 462 26.55%

Palo Verde 18 6 69% 137 369 27%

Comanche 

Peak
21 12 63.6% 144 537 23.26%

San Onofre 18 10 64.28% 85 455 15.74%

South 

Texas
24 12 66.67% 141 4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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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동 중 시험 수행에 대한 경제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울진 3호기 역지밸브의 중요도를 분류하고, 낮은 

중요도로 파악된 역지밸브들의 시험주기 완화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경제

성분석을 수행하 다. 현재의 울진 3호기 역지밸브에 대한  시험방법의 평

가나 성능감시에 관한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다.  역지밸브 중요도 분류는 

먼저 울진 3,4호기 1,2 단계 PSA와 민감도분석, 정지/저출력 운전과 외부사

건 PSA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PSA에 모델링 안된 역지밸브의 중요도 

분류는 단순화된 고장모드 향분석 (simplified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의 적용과 주요 고장모드 (critical failure mode)에 대한 정량화를 

통해 얻어진 정량적 정보, 안전성분석 보고서 등의 검토와 역지밸브 관련 

엔지니어와의 면담 등을 통해 얻어진 정성적 정보, 그리고 PSA의 전문성

에 토대를 둔 공학적 판단에 의해 수행하 다. 시험주기 완화에 대한 경제

성분석은 역지밸브 각각에 대해 수행되고 있는 시험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

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 비용 산정이 어려워 시험횟수 변경에 대한 분석

을 함으로써 경제성 분석을 대신하 다.  

 가동 중 시험 대상 역지밸브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대일 2002a] 참조). 

분류

Level 1

PSA

Level 2 

PSA

1단계

민감도

정지/저

출력

외부사

건

단순 FMEA/ 

고장 정량화

HSSCs:24 14 10 0 0 0 0

ISSCs:40 24 8 2 0 0 6

LSSCs:145 26 0 0 0 0 119

Sum: 209 64 18 2 0 0 125

역지밸브에 대해 시행중인 시험은 전/부분 행정시험, 역류시험, 누설시

험, 분해조립이 있다. 표 16은 시험의 종류와 시기, 주기, 시험 대상 밸브 

댓수를 나타내고 있다. 울진 3호기 역지밸브들의 한번의 핵 연료(18개월) 

재장전시 수행해야 할 시험 횟수(행정업무 제외)를 표 17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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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역지밸브의 가동 중 시험 종류/시기/주기/시행댓수

시험종류 시험시기 시험주기 밸브 대 수 
펌프시험과 겹치는 

밸브 대 수 

전 행정 시험
출력 운전 3월 125 대  53대

정지운전 18월 70 대 30대

부분 행정 시험 출력운전 3월 4 대 4대

역류시험
출력 운전 3월 62 대 52대

정지운전 18월 22 대 14대

누설시험 정지운전 18월 34대 

분해조립
정지 운전 36월 14 대

정지운전 72월 12 대

표 17. 핵연료 재장전시 수행해야할 시험 횟수

시험종류 시험시기
밸브 

대수

한 번의 핵연료 재장전 

주기 당 시험 횟수 

펌프시험과 겹

치는 것을 고

려할 경우 

전행정시험  3 월 125 대 750 432

18 월 70 대 70 40

부분행정시험 3월 4대 24 0

역류시험  3 월 62 대 372 60

18 월 22 대 22 18

누설시험 18월 34대 34 34

분해조립 36월 14대 7 7

72월 12대 3 3

전체 시험 횟 수  1282회 5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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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밸브들의 제작사, 위치, 시험 형태, 중요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역지밸브에 대한 시험주기 완화와 시험 횟수를 평가하 는데, 이때의 시험

주기 완화시 조건과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험주기 완화에 따라 역지밸브 고장율 비례해 증가

- 시험주기 변경에 따른 중요도분석 결과가 변동이 없어야 됨, 즉 

ISSCs나 LSSCs로 평가된 기기가 HSSCs나 ISSCs로 평가되면 안됨

- 위험도 평가결과가 △CDF< 1.0E-5 이고  △LERF< 1.0E-6를 만족

- 최대 왼화 가능한 시험주기는 10년

- 시험주기 완화에 따라 각 기기에 시행되는 모든 시험은 완화 가능  

시험주기 완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역지밸브 시험 간격(test interval)을 HSSCa/ISSCs1로 평가된 

것은 시험주기 변경이 없고, ISSCs2는 6배,  LSSCs는 40배로 증가가 

가능

- 표 18에 상술된 것 처럼, 6번의 핵연료 재장전(18개월 기준으로 9년) 

동안 수행되야하는 울진 3호기 역지밸브 시험 횟수를 83.7%로 감소시

킴(즉, 7692회에서 1333회로 감소). 펌프시험과 겹치는 것을 고려한 시

험 횟수는 86.8% 감소시킴(즉, 3468회에서 422회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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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표준원전 역지밸브 시험주기 최적화 후의 시험 횟 수

(6번의 핵연료 재장전기간 동안) 

시험종류 시험 

주기

밸브 

댓수

6번의 핵연료 재장전 

주기당 시험 횟 수

펌프시험과 겹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전 행정

시험

3월 6 대 96 (4500) 0(2592)

18월 54 대 324(420) 108(240)

108월 135 대 135(0) 94(0)

 부분 합 555(4920) 202(2832)

부분 행정 

시험
3월  2대 72(144) 0

역류

시험

3월 10 대 360 (2232) 144(360)

18월 16 대 96(132) 0(108)

108월 58 대 58(0) 19(0)

 부분 합 514(2364) 163(468)

누설시험

18월 16 대 96(132) 0(108)

108월 58 대 58(0) 19(0)

 부분 합 154(204) 19(108)

분해조립

36월 2대 6(42) 6(42)

72월 16대 24(18) 24(18)

108월 8대 8(0) 8(0)

부분합 38(60) 38(60)

전체 시험 횟 수  1333(7692) 422(3468)

(): 현재의 방법대로 시험할 경우 시험 횟 수

*: 실제적인 적용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적으로 분석되야 함.

. 현장 데이터 수집.분석 결과 반

. 국내 IST 요건, ASME의 역지밸브 시험 요건 등의 검토와 발전소 IST 및 

운전원 등의 면담 결과 반

. 시험주기 완화로 인한 기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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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OV 주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요도 분석 연구

모터구동밸브(Moter Operated Valve: MOV)들은 원전의 가동 중 시험 

요건을 규정하는 ASME 코드요건에 따라 시험되어 왔었지만, 안전계통의 

실제 작동 요구시 밸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

하 다. 이에 따라 NRC에서는 GL 89-10 [USNRC, 1989] 등으로 설계기준 

사고하의 설계조건에서의 시험실시 등을 요구하여 미국의 대부분 원전이 

이를 수행하 으며, 국내 원전도 과기부 규제 권고사항(원검 71233-205)[과

기부, 1997]에 따라 수행중이며 2005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후에는 미국

의 GL 96-05 [USNRC, 1996]에서 요구하는 주기적 점검 (Periodic 

Verification) 프로그램과 유사한 국내 규제요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MOV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성게용, 2001]. 본 연구에서는 이 MOV 주기적 점

검을 위해 MOV들의 중요도를 분석하 다. 상세한 내용은 [강대일, 2002b]

에 기술되어 있다.

모터구동밸브의 주기적 안전성 확인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수행으로 

얻어지는 모터구동밸브 중요도의 정량적인 순위화 정보와 모터구동밸브의 

안전성 평가에서 얻어진 모터구동밸브 성능평가 정보를 이용하여 모터구동

밸브를 원전의 안전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높은 안전성 (high safety 

significant components: 이하 HSSCs) 기기와  낮은 안전성(low safety 

significant components: 이하 LSSCs) 기기로  분류한다. 

MOV 시험 대상 기기와 PSA 모델링 여부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밸브종류 Butterfly Gate Globe 계

시험대상기기  33 57 31 121

PSA 

모델링 수
12 39 17 68

모델링 비율 36.36% 68.42% 54.83% 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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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생했던 안전관련 모터구동밸브 고장 사건중에는,  동일 기능

을 하거나 유사 유형인 모터구동밸브들 모두가 고장나는 공통원인고장 

(common cause failure: CCF) 사건들이 있었다. 울진 3호기 PSA에서는 모

터구동밸브의 공통원인고장 확률 평가에 MGL 방법을 사용하 는데, 평가

에 사용되었던 경험 데이터들은  모터구동밸브 안전성 평가에 향을 받는

다. 즉, 공통원인 고장들 중 일부는 모터구동밸브 안전성 평가 시행으로  

고장원인이 제거되어 그 공통원인고장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진 3호기의 모터구동밸브에 대한 MGL 모수 

(parameters) 를  재 추정하고, 모터구동밸브 중요도를  분류하 다.  

MOV 안전성 평가후의 MGL 모수 β 값변화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계열
현재의 울진 3&4 PSA

 모델에서  β 값

MOV 안전성 평가 일차 

종료후의 β 값

2 0.0736 0.0501

3 0.0734 0.0507

4 0.0731 0.05

6 0.0732 0.0498

8 0.0701 0.0499

MGL 모수의 점 추정 결과, 울진 3,4 PSA의 공통원인고장분석에 사용

된 MGL 모수  값은 현재의 값보다 약 30%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터구동밸브의 안전성 평가가 모터구동밸브의 공통원인고장 경험 데

이터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여 울진 3호기 공통원인고장확률 평가에 사용

되었던 MGL 모수를 손계산으로 재 추정하 다.  PSA에 모델링된 모터구

동밸브는 먼저 PSA를 이용하여 분류하 고, PSA에 모델링 안된 모터구동

밸브는 공학적 평가로 수행하 다.  PSA를 이용한 모터구동밸브 중요도 

분류는 1,2단계 내부사건 PSA, 외부사건 PSA, 정지/저출력 PSA, 초기사건 

분석 결과도 이용하 다. 또한 1단계 내부사건 PSA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

과도 이용하 다. PSA에 모델링 안된 모터구동밸브 중요도는 단순화된 고

장모드 향 분석과 주요 고장모드 정량화로 얻어진 정량적인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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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와 설계문서 등의 검토, 발전소 직원과 설계자와의 면담 등을 수행해 

얻은 정성적 정보, 그리고 PSA 전문성을 토대로한 공학적 평가를 통해 분

류하 다. 

1단계 내부사건 PSA를 이용한 민감도분석과 MGL 모수 변화에 따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종류 HSSCs ISSCs LSSCs

현재 MGL 모수 β값 이용한 분석 20 20 28

변경 MGL 모수 β값 이용한 분석 10 30 28

현재 MGL 모수 β값 이용한 분석 결과중(민감

도분석 포함) 가장 높은 중요도 값 선택 경우 
38 2 28

변경 MGL 모수 β값 이용한 분석 결과중(민감

도분석 포함) 가장 높은 중요도 값 선택 경우 
24 16 28

 변경된 MGL 모수  값을 사용하여 중요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HSSCs로 분류된  모터구동밸브 댓수는 현재의 MGL 모수  값을 사용하

여 분석한 경우보다 5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원전의 모터구동

밸브에 대한 공통원인고장 데이터를 수집하여 MGL 모수를 평가하고 중요

도 분석을 수행하면 모터구동밸브 HSSCs 댓수는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된다.  

표 19는 국내 표준 원전과 South Texas 발전소의 MOV 중요도 분석 

결과를 비교 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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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표준 원전과 South Texas 발전소 MOV 중요도 분석 결과 비교 

울진 3호기 South Texas

모델링/시험대상 

기기 수
68/121(56.2%) 66/151(43.7%):GL 89-10 관련

평가시 사용한 

PSA

1단계 내.외부사건, 정지/저출력, 

2단계 내부사건 PSA
1,2단계 내부사건 PSA

PSA에 모델링 

안된 MOV

단순 FMEA와 기기고장 정량화 

결과 이용해 중요도 평가
잠정적으로 ISSCs로 평가

민감도 분석

회복행위 고려하지 않음,

공통원인고장 고려하지 않음,

HSSCs가 아닌기기 이용불능도 

증가해 분석

회복행위 고려하지 않고 

중요도 분석

PSA 측면

분석 결과

HSSCs 10(22)
*
- 6.99%(15.38%) HSSCs 10- 6.62%

ISSCs 36(26)-25.17%(18.18%) ISSCs 27-17.88% 

LSSCs 95(95)-66.43%(66.43%) LSSCs 114-75.49%

*:(  ) 현재의 MGL 모수를 이용해 중요도 분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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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진 3,4 호기 정비규정 개발

가. 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시범계통 적용

미국에서 RIR&A의 안전장치로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정비규정을 우리나

라에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울진 3,4호기에 정비규

정을 적용하여 보았다. 우선 문헌상으로 정비규정이 무엇인지 파악하 고, 자

세한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해 미국 원전 2곳 (Braidwood 원전, Vogtle 원전)

을 방문하 고 미국 원전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다. 전체 계통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규정 일반 방법론과 운전 중인 4개 계통(보조급수계통, 기

기냉각수계통, 주급수계통, 기기냉각해수계통)에 대한 정비규정 상세 적용 내

용은 기술보고서 [황미정, 2000c],[황미정, 2001a] 및 논문들[황미정, 2000a], 

[황미정, 2001b]로 출간하 다. 그 밖에 비상디젤발전기의 신뢰도 프로그램과 

정비규정과의 연관성도 제시하 다[김길유, 1999b].

상세적용 4개 계통(보조급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주급수계통, 기기냉각해

수계통)에 대해 계통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 다. (한 개의 계통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능에 따라 정비규정 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계통 단위로 분류하는 것보다 계통 기능으로 

분류하는 것이 분석이 용이하다). 

그리고, 보조급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주급수계통 및 기기냉각해수계통에 

대한 성능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성능 기준설정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

다.

예를 들어, 주급수계통 기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주급수 계통의 기능

은 아래 표 20과 같이 12개로 분류되는데 정비규정의 대상 설정 시 주급수계

통의 기능으로 선정되는 기능은 FW-1, 2, 3, 8, 9, 10, 12이고, 이는 다시 급

수를 위한 기능 FW1과 주급수 격리 및 경보 기능 FW2로 분류한다. 주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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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이용불능도 성능기준은 다음 표 21과 같다. 주급수 계통의 신뢰도 성능

기준을 추정한 결과 정비규정 기능 FW1과 FW2에 대해, 각각 12번과 0번의 

고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계산 방법은 다음 표 22에 기재하

다.)

표 20. 주급수계통 기능 

    
기능 

ID

기능 설명 분류 

ID 

Q1* Q2** Q3*** Q4****

FW-1 계통압력경계 건전성 유지 FW1 Y Y N N

FW-2 주제어실에 경보 및 지시 제공 FW2 Y Y N N

FW-3 요구 시 주급수 격리   FW2 Y Y N Y

FW-4 주급수 허가 신호 제공 PL1 Y Y N N

FW-5 요구 시 고압 급수의 히터 우회 제공 FW99 N N N N

FW-6 현장 지시 제공 FW99 N N N N

FW-7 급수 탱크의 수위 및 주급수 NPSH 제어 PL1 N Y N N

FW-8 증기 발생기에 유량 공급 FW1 N Y N Y

FW-9 주급수 작동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능 FW1 N Y N Y

FW-10 유량 조절을 위한 제어 및 연동 FW1 N Y N N

FW-11 공학적안전계통 및 원자로 보호계통에 입력

자료 제공

EF2 Y Y N N

FW-12 보조급수계통으로부터 증기발생기로 냉각수 

공급  

FW1 Y Y N Y

Q1*    안전관련 SSC인가?

Q2**   비규정 적용 대상인가? 

Q3***  Stand by SSC인가?

Q4**** 위험도에 미치는 향이 큰 SSC인가?

표  21. 주급수계통 이용불능도 성능기준 

MR 

Function

Componen

t

PSA 

MUA

PSA 

days/yr/unit

MR APC 

days/yr/unit

Train 

수

MR APC 

MUA

FW1 FWMPM07P 2.64E-2 9.64 20 1 5.48e-2

FW1 FWTPM01P None None N/A 1 N/A

FW1 HWTPM02P None None N/A 1 N/A

FW1 FWMPM03P None No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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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급수 계통의 신뢰도 성능기준 추정

     
PSA Event(s) 

For Functional 

Failure Minimal 

Cutsets

PSA 

Value

Data 

Basis: 

Demand 

or Hourly

Failure 

Rate 

(Per 

Demand 

or Per 

Hour)

Estimated 

Demands 

or Hours

No. of 

Trains 

Aggregated

No. of 

Expected 

Failures 

Aggregated

P

(n)%

P(n+

1)%

Cumulative 

P(n)

%

n n+1

FW1

MFTPS01P 1.5e-2 Demand 1.5e-2 2 1 8.9183 7.08 4.86 88.16 1213

MFTPR01P 7.2e-3 Hourly 3.0e-3 14734 1

MFTPS02P 3.0e-3 Demand 1.5e-2 2 1

MFTPR02P 3.0e-3 Hourly 3.0e-3 14734 1

MFMPS03P 2.3e-3 Demand 3.0e-4 2 1

MFMPR03P 6.0e-4 Hourly 3.0e-4 12 1

MFMPS07P 2.3e-2 Demand 1.5e-2 2 1

MFMPR07P 6.0e-4 Hourly 1.5e-2 336 1

FW2

MFEVC131 6.42e-4 Demand 5.0e-6 2 1 0.0051 99.87 0.13 99.87 0 1

MFEVC132 6.42e-4 Demand 5.0e-6 2 1

MFEVC133 6.42e-4 Demand 5,0e-6 2 1

MFEVC134 6.42e-3 Demand 1.3e-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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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비규정 데이터 기록 양식 개발

정비규정은 발전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정보 및 관련 자료가 방대하다. 정비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비규

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다룰 수 있는 정보 기록 양식이 필요하다. 정비규정 

적용범위 선정, 성능 기준, 성능감시 자료 및 성능 감시결과를 기록할 수 있

도록, 다음 그림 4과 그림 5와 같은 정보 기록 양식을 개발하 다.  

다. 신뢰도 및 이용불능도 성능기준 균형 지침

성능기준 설정 시에는 신뢰도 성능기준과 이용불능도 성능기준이 적절하

게 균형을 이루는 범위에서 설정해야 한다. 미국의 Duke 전력회사, 

Braidwood 원전, Vogtle 원전 등의 방법론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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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비규정 데이터 기록 양식 (1)

그림 5.  정비규정 데이터 기록 양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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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용분석

정비규정 수행을 위해 예상되는 비용.편익 항목을 조사하 다.(아래표 참

조). 

비용 항목 편익 항목

초기 

비용

-정비규정 적용 방법 및 절차서 개발 비용

-초기 교육 비용

-전자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초기 적용 범위 설정 및 검토 비용

-PSA 모델 보완 및 검토 비용

-위험성 정도 결정과 성능기준 설정

-V&V 비용

-불시정지 감소로 인한 

발전량 증가

-불시정지 시 대체 에너지 

비용

-성능 유지로 인한 검사 

항목 감소에 다른 이득 

(PBR 시행 시)

-성능기반 규제를 위한 

이중 비용 감소에 따른 

이득

-위험도 정보 이용 발전소 

운 에 따른 이득

-Onsite cleanup

반복 

비용

-발전소 변화에 따른 범위 재설정 비용

-성능감시 비용

-고장원인 분석 및 조치 비용

-주기적인 평가 비용

-보고서 작성 비용

또, 정비규정 수행시의 비용을 평가하 다. 국내 운전 중인 16기의 원전에 

대한 정비규정 적용을 위해 비용 항목에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을 연인원으로 평가하고 인건비를 고려하여 아래처럼 초기 비용과 반복 비용

을 평가하 다.

초기 비용 

17.3 (인/yr) * 5,000 (만원/인/yr) =  86,500 (만원)

반복 비용

18.61 (인/yr) * 5,000 (만원/인/yr) =  93,055 (만원)

즉, 16기의 상업운전 중인 원전에 대한 정비규정 수행을 위한 비용은 약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산 결과는 정비규정 수행을 위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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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투자비용과 한 주기 동안 소요될 운 비용만을 평가한 것이다. 인건비는 

불변이고, 할인율을 10% 그리고 현재 운전 중인 발전소의 잔존 수명 평균을 

30년이라고 가정하면, 현재 시점에서 총 투자 비용은 약 100억원 정도로 평

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고서 [황미정, 2002a] 참조) 

마. 국내 현실을 반 한 정비규정 적용 방법 개발

국내 원전에서도 신뢰도 정보 이용 운  및 규제가 활발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정비규정 (Maintenance Rule: 10CFR50.65)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

점이다. 또, 국내는 미국과 달리 PSR (Periodic Safety Review)이 있으며, 

RCM, 수명연장 등이 얽혀있다. 이에 따라, 이들 요소를 감안한 바람직한 국

내 정비규정 적용 방안이 필요하 고,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대사고 정책 이행으로 정비규정 시행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전호기 정비규정 적용을 제안하나,  정비규정 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비

규정 부분 적용도 가능하다. 능동형 기기의 정비규정 적용은 원전 계속 운전 

신청시 유리하다. RCM, PM, 정비규정이 어우러진 원전종합모델을 지향한 

정비 체계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수형 원전에도 큰 무리없이 정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원전 사업자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프로그램

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비규정이 되어야 한다. 자세한 것은 기술보고서 [김길

유, 2002b],[황미정, 2001a]와 여러 논문 [김길유, 2001a,b,c], [황미정, 

2000a,b],[황미정, 2001b,c]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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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동 중 정비 연구

재장전 기간 중에 수행하던 정비 업무를 원전 운전 중에 수행하여 재장전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가동 중 정비를 연구하여 국내 원전에 적용함을 연

구 목표로 하 다. 이에 따라 가동 중 정비 가능계통을 연구하 으며, 보다 

편리한 가동 중 정비 계획 수립을위하여 Risk Matrix를 구하 으며, 비상디

젤발전기의 가동 중 정비시의 안전성 면에서의 잇점을 연구하 다.

가. 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시범계통 선정

원전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된 가동 중 정비 (= 출력운전 중 예방보

수) 대상계통은 표 23과 같다.

LPSIS, SCS, CSS, EDG, CCWS,  ESWS, ECWS는 운전 중 예방보수 실

시에 대한 위험도가 승인  기준치를 만족함으로써 위험도 측면에서 이들 계

통의 운전 중 예방보수가 가능하다.  이들의 위험도 평가 결과는 표 24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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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가동 중 정비 대상 계통 및 가동 중 정비 기간

계통 조건
현재의 

허용정지시간

변경 목표

출력운전중 

예방정비시간

SIT 1개의 SIT 이용불능시 1시간 24시간

HPSIS  
1 계열의 비상급수 부속계통 이용 불능 시 72시간 7일

LPSIS 1 계열의 비상급수 부속계통 이용 불능 시 72시간 7일

SCS 1 계열의 정지냉각 부속계통 이용 불능시 72시간 7일

CSS 1 계열의 격납건물 계통 이용 불능 시 72시간 7일

CCWS 1 계열의 안전성관련 유로 이용 불능 시 72시간 7일

ESWS 1 계열의 유로 이용 불능 시 72시간 7일

ECWS 1 계열의 유로 이용 불능시 7일 변경 없슴

EDG 1개의 비상디젤발전기  이용 불능 시 72시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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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출력운전 중 예방정비 실시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

계통

1 단계 PSA  관련 2단계 PSA 관련 출력 운전중 

예방정비 

허용 여부
conditional 

CDF<1.0E-3

CCDP

<1.0E-6

정비허용

여부

CLERP

<1.0E-7

정비허용

여부

LPSIS 1.03E-5 4.04E-8 정비가능 < 9.186E-9 정비가능 정비가능

SCS 1.378E-5 1.072E-7 정비가능 < 1.155E-8 정비가능 정비가능

CSS 1.283E-5 8.897E-8 정비가능 < 1.534E-10 정비가능 정비가능

CCWS 8.199E-6 5.76E-11 정비가능 << 1.386E-8 정비가능 정비가능

ESWS 8.546E-6 1.344E-8 정비가능 << 1.386E-8 정비가능 정비가능

ECWS 8.642E-6 8.563E-9 정비가능 << 1.386E-8 정비가능 정비가능

EDG 9.524E-6 3.639E-8 정비가능 < 1.386E-8 정비가능 정비가능

2차

계통*
9.857E-6 6.378E-8 정비가능 < 2.0E-8 정비가능 정비가능

          *: 동일계열의 CCWS, ESWS, ECWS, EDG를 동시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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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isk Matrix 작성

(1) Risk Matrix의 필요성

Risk Matrix는 곱셈에서의 구구단 처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위험도 

증가를 표시한다.  Risk Monitor 로 다양한 위험도 증가를 계산할 수 있으

나, 원전의 기본적인 배열변화에 따른 위험도 증가를 Risk Matrix로 계산

하여 놓으면, 구구단 처럼 빨리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가 있다. 또, Risk 

Monitor에서 다루기 힘든 Tech. Spec. 상의 제한사항도  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기기 선정

가동 중 정비 대상이 될 계통을 선정한다. 가동 중 정비대상으로 연구

된 계통과 외국 원전의 경우를 참고하여 일단 다음의 12 계통을 선정하

다.

저압안전주입계통(LPSI), 정지냉각계통(SCS), 격납용기 

살수계통(CSS), 비상디젤발전기(EDG), 필수해수계통(ESW), 

기기냉각수계통(CCW), 필수냉수계통(ECW), 안전주입탱크(SIT), 

고압안전주입계통(HPSI),  모터구동 보조급수계통(AF/MDP), 

터빈구동보조급수계통(AF/TDP), Dump Valve

또, 각 계통 내에서 가동 중 정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고려하

여  OOS되는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기 냉각수 계통 

(CCW)은 한 train 중 펌프(CCWS PP 2A)와 열교환기(HX 2A)를 Out of 

service(OOS)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 밖의 계통의 OOS 기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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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해수계통 - ESWP PP 2A OOS 

필수냉수계통 - ECWS PP2A & CH02A OOS 

고압안전주입계통 - HPSI PP 01A OOS (=3441M-PP02A)

저압안전주입계통 - LPSI PP01A OOS (=3441M-PP01A)

안전주입탱크 - SIT Tank OOS (=3441M-TK01A)

격납용기 살수계통 - CSS Pump 1 OOS (3442M-PP-01A)

비상디젤발전기 - EDG A OOS (= 3591DG01A)

정지냉각계통 - SCS Heat Exchanger OOS (=3441M-HE01A )

모터구동 보조급수계통 - AFW MDP 01A OOS (= 3542M-PP01A)

터빈구동보조급수계통 -AFW TDP 01B (= 3542M-PP01B)

Dump valve - Dump valve OOS 시킴 (=3521MS-V0171)

(3) 평가기준

가동 중 정비로 인한 배열변화로 위험도가  변화할 경우 적용하는  허

용기준치를 정해야 한다. 미국 Hope Creek 원전에서는 새 CDF=1.0E-4/년

를 기준치로 사용하고 있다 [Hope Creek,1996]. 즉, 보통 OLM되는 기기가 

3일이므로 base CDF = 1.0E-5/년 이라고 가정하면,  CDP = (1.0E-4/년- 

1.0E-5/년)* 3일 = 7.4E-7 로서 보통 CDP = 5.0E-7 기준과 CDP = 

1.0E-6 기준 사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계통의 

AOT를 연장하는 경우도 생각하여야 하므로 (예를들면, ESW 계통의 

AOT는 14일), CDF를 기준치로 정하기보다는 CDP를 기준치로 정하 다. 

(승인기준치에 관해서는 [강대일, 1998], [강대일, 2001a]을 참고하기 바람)

따라서,  CDP>1.0E-6인 경우는 R (red)로서 허용불가로 했으며,   

CDP<5.0E-7 인 경우는 허용하고, 5.0E-7  CDP  1.0E-6 일 때는 

Y(yellow)로 조건부로 허용하는 기준을 사용하 다. 

(4)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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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3,4 호기의 Risk Matrix를 구성한 결과가 표 25에 나타나있다. 표 

25에서 아무 표시가 없는 빈칸은 두 계통이 동시에 OOS가 가능함을 나타

낸다. R은 절대로 허용이 안되는 계통의 조합이고, Y는 조건부로 가능한 

계통의 조합이다. 예를 들면, 모터구동 보조급수 펌프와 터빈구동 보조급

수펌프를 동시에 OOS시키면 안됨을 표시한다. 

각 계통의 AOT를 표 23 처럼 기존의 AOT 값을 그대로 사용할 때나 

(즉, SIT의 AOT는 1시간이고, 그외 계통의 AOT는 3일이다.), 각 계통의 

AOT를 연장했을 때나 같은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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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울진 3,4 호기 Risk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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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중 정비 

광 3,4 호기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동 중 정비로 overhaul 기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할 만한 것은 EDG의 가동 중 정비이다. 즉, 현재는 대체교류전원

(AAC EDG)이 광 3,4호기에만 물려 사용되는데, 이 대체전원이 타 호기에도 같

이 사용된다면 AAC 대체모드 상실로 반드시 EDG A, B를 Overhaul 기간 중에 

정비해야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Overhaul 기간을 단축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

려 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EDG의 가동 중 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원전에 대한 정지/저출력 PSA는 현재 광 5,6호기 밖에 없으므로, 이

를 이용하여 울진 3,4 호기EDG  가동 중 정비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광 5,6

호기 정지/저출력 PSA에서 모델링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저출력, 2001]. 

“EDG에 대한 정비는 부분 충수운전이 완료된 POS 6에서 A계열에 대한 정

비를 시작하여 POS 8 중반에 완료하고,  EDG에 대한 시험과 동시에 공학

적 안전설비 A 계열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A 계열 EDG 정비 및

시험이 완료되면 대기 상태에 두고 POS8에서 POS 10까지 B 계열 EDG에 

대한 정비를 수행한다. . ..

따라서, EDG A를 가동 중 정비를 시행하면,  overhaul 기간에 EDG  A를 

정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overhaul 기간 중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overhaul 기간

이 단축되거나, 적어도 늘어나는 일은 안 생길 것이다.  

광 5,6호기의 정지/저출력 PSA 정량화 결과 현재 전체 POS에 대한 총 

노심손상빈도는 3.70E-5/년으로 나타났다[저출력, 2001]. 이중, 가압기 안전밸브 

개방 시험시의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위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특이한 경

우이므로,  가압기 안전밸브시험 방법이나 시행시기 변경으로 이 위험을 제거할 

경우 총 노심손상빈도는5.05E-6/년이다[저출력, 2001]. 

[저출력, 2001]에 따르면,  EDG A 정비 중, 소외전원상실이 일어나고,  

EDG B와 대체교류전원이 상실되면 노심손상이 발생하므로, EDG A를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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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수행하면, 다음 표처럼 정지저출력시의 CDF가 1.2 % 감소한다. 그 대신 

전출력시의 CDF는 0.7% 만 증가하므로, 전체 내부 사건 CDF는 0.5% 감소하게 

된다.  

/  CDF  CDF  CDF 
Base 
Case 

37 (5.05E-6/ ) - 63 (8.60E-6 ) - 100(1.365E-5/ ) -

EDG  A  35.8 (4.88E-6/ ) 1.2% 63.7 (8.70E-6 ) 0.7% 99.5 (1.358E-5/
)

0.5% 

 불확실성 차이 등으로 인해 정지저출력 PSA 결과와  전출력 PSA 결과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나,  어쨌든 EDG  가동 중 정비는  안전성을  조금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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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신뢰도 DB 기반 구축 

신뢰도 자료는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확률론적안전성평가) 

및 위험도 정보 활용 (Risk Informed Application)에 필수적인 자료이다. 최근 원

전의 안전성 및 경제성의 최적화를 위하여 위험도 정보 활용이 활발히 수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PSA의 결과를 이용하여 안전성 수준만을 확인하는 

단계를 지나, PSA를 안전성의 최적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같이 PSA를 원전의 안전성 최적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고

유의 특성을 반 한, 즉 국내 원전의 운전 이력으로부터 생성된 신뢰도 자료를 사

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표준 원전 계열의 여러 원전에 대한 PSA가 수행되었으나, 원전 

설계 단계에서 PSA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일반 신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이러한 외국의 일반 신뢰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PSA가 국

내 원전의 특성과는 다른 결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는 국내 원전 고유 신뢰도 DB를 구축하여 PSA 및 

위험도 정보 활용 등에 필요한 신뢰도 자료를 생성할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왔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국내 원전 고유 신뢰도 DB 체제인 

KIND (Korea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Reliability Data) 를 구축하는 과

제를 수행하 다.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신뢰도 자료 중 핵심이 되는 원전 정지 이력과 기

기 신뢰도 DB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기 신뢰도 

DB 체제는 기기 신뢰도 자료를 DB화할 수 있는 DB구조, 자료 수집/분석 절차서, 

관리 및 분석 등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원전 정지 이력 분석 DB 체제는 

DB 구조, 분석 방법, 관리 및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또한 구축된 신뢰도 DB 체제를 이용하여, 모든 원전에 대한 정지이력을 수집

/분석하여 DB화하고, 표준원전 계열인 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에 대해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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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기 신뢰도 DB를 구축하여 표준원전 계열은 물론 국내 원전의 특성을 

반 한 신뢰도 자료를 PSA 및 위험도 정보 활용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B Framework

3,4

3,4

DB

- DB 
- /
- S/W
- S/W

그림 6. 국내 원전 신뢰도 DB 체제

여기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 수행 내용들을 다음과 같은 나누어 기술하 다.

●  기기 신뢰도 DB 분석 체제 구축 (DB 구조 작성, 수집 및 분석 절차서 개

발, DB 관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  국내 표준원전 기기 신뢰도 자료 수집 및 분석  

●  국내 원전 정지 이력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 분석, DB화 및 분석 S/W 

개발)

 1.  기기 신뢰도 DB 분석 체제 구축

기기 신뢰도 DB 체제는 기기 신뢰도 자료를 DB화할 수 있는 DB 구조, 기기 

신뢰도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절차서, DB 관리 S/W, 기기 신뢰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S/W 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7 참조). 상세한 내용은 [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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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a],[한상훈, 2001a]에 기술되어 있다.

그림 7. 기기 신뢰도 DB 분석 체제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기기 신뢰도 DB는 MS-SQL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DB의 주요 내용은 원전의 운전경험 자료로부터 구해지는 기기보수이력, 기기목록 

및 운전이력, 호기별 자료수집기간이며, 이러한 원전 자료를 통계 분석한 신뢰도 

분석결과 들이다. 

또한, DB의 구축 및 분석을 위하여 2개의 주요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다. 

하나는 web기반으로 KIND DB의 자료 검색, 입력 및 수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

어 KIND-InfoView [김승환, 2002b]이며, 다른 하나는 MS Access 2000의 Access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기기 신뢰도 자료의 입력/분석 및 통계처리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KIND-CompRel[김승환, 2002d] 이다.

KIND-CompRel을 이용한 기기 신뢰도 분석에서는 특정 원전의 자료만을 이

용한 통계분석, 일반신뢰도자료와 결합한 Bayesian 분석을 각기 수행하여 2종류

의 자료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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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할 수 있다.

신뢰도 분석은 펌프 등의 회전 기기를 제외한 기기에 대해 사용되는 Plant  

운전 시간 대비 고장률, 회전기기의 경우에 사용되는 기기 운전 시간 대비 고장

률, 그리고 펌프의 기동실패 또는 밸브의 작동실패 등에 사용되는 작동횟수당 고

장확률의 3 가지에 대해 수행된다.  PSA 및 신뢰도 분석에서는 기기종류 및 분

석방법에 따라 이러한 고장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기기 신뢰도 DB 구조

기기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며, 이 

들 자료는 기기 신뢰도 DB의 표로 저장된다.  

●  자료수집기간 : 해당 원전에 대한 자료수집기간으로서 해당 원전에 속한 기

기의 운전시간 계산에 사용됨

●  기기 목록 : 원전의 각 기기에 대한 정보로서 기기 번호, 기기명, 계통, 상세 

사양 등의 정보를 DB화. 기기 종류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됨.

●  기기 운전 이력 : 기기의 운전시간 및 작동횟수 등의 정보를 DB화. 

●  기기 보수 이력: 보수 및 고장 자료를 DB화. 

●  통계 분석 결과들 : 기기 신뢰도 자료로부터 통계 분석된 결과들을 저장. 통

계 분석 결과에는 기기종류별 고장률, 기기종류별 고장모드별 고장률, 그리

고 기기고장률, 일반신뢰도, Bayesian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

고 비교한 자료가 있다. 

기기 신뢰도 DB는 아래 그림 8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 76 -

그림 8. 기기 신뢰도 DB의 기본 구조

각 원전에 대한 자료는 자료수집기간, 그리고 기기들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

진다.  기기들에 대한 정보는 각 기기에 대해 기기사양 및 기기 운전 정보, 그리

고 고장 및 보수 이력으로 구성된다.  하나의 기기에 대해 여러 건의 고장 및 보

수 자료가 주어질 수 있다.

나.  기기 신뢰도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서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운전원들이 매일 3교대로 발전소 운전 현황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으며 각종 기기 시험에 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

는 기기 고장 및 보수에 대한 각종 관련 사항을 PUMAS/N-II, 혹은 

PUMAS/N-III 등의 S/W에 입력하여 전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나 과거 

PUMAS/N을 사용하던 시기에는 기기 고장 및 보수 관련 내용을 일련의 기록지

에 작성한 후 일부 내용만 전산화하 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발전소 운전 현황에 

대한 기록들은 각각 기록지에 기록한 후 문서형태로 보관되어 있고 각 데이터가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특정 계통이나 기기의 운전 현황을 살펴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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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각 기록지들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불편함이 수반된다. 또한 기기의 운전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뢰도 및 이용불능도 등을 계산할 경우 각 기록지로부

터 시험회수, 기기 이용불능시간 등을 별도로 추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

다. 

기기 신뢰도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서의 개발 목적은 국내 원전의 기기신뢰

도 DB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발전소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에 대해 

국내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있다. 즉 서로 다른 양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신뢰도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기기별 신뢰도 특성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기기 신뢰도 자

료 수집 및 분석 절차서에는 주로 다음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최선 , 2002]. 

●  기기 신뢰도 DB의 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한 필수 입력 항목 선정 : 기기 

신뢰도 DB로부터 도출되는 최종 결과물인 기기 고장률 또는 고장확률 및 

이용불능 시간을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력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기술  

●  대상 계통 및 기기 선정 : 기기 신뢰도 DB의 적용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설명과 선정 배경, 그리고 기기 경계에 대한 설명을 기술

●  기기 신뢰도 DB 구축을 위한 현장 자료원 선정 : 각 현장 자료의 특징과 

기록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필수 입력 항목에 부합하는 자료를 어떠한 현

장 자료원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기술 

●  신뢰도 자료 수집 방법 선정 : 기기의 운전이력과 고장/보수 이력의 경우

를 구분하여 현장 자료원을 이용한 효율적인 신뢰도 자료 수집 방법을 기

술

●  신뢰도 자료 분석 방법

●  고장모드 분석 : 국내 원전 실정을 고려한 기기 종류별 고장모드 유형

에 대한 기술과 고장자료로부터 고장모드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예

제를 이용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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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심각도 분석 : 기능상실, 기능저하, 고장징후발생의 3가지 고장심

각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분석 방법을 기술 

●  이용불능시간 분석 : 기기의 이용불능 유형을 분류하고, 이로부터 이

용불능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기술

●  기기별 신뢰도 계산 : 발전소 운전시간 대비 고장률, 기기 운전시간 대비 

고장률, 작동횟수별 고장확률의 3가지 유형을 고장률을 정의하고, 각 고장

모드별로 고장률을 분석하는 방법 및 예제를 기술

이와 같이 기기 신뢰도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

써 표준화된 방법론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내 전 호기의 기기 신뢰도 DB의 

구축 일원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타 기관에서 혹은 타 분석가가 기기 

신뢰도 DB가 구축되지 않은 원전의 기기 신뢰도 DB 구축시에도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의 감소가 예상된다.  

다.  Web 기반 기기 신뢰도 자료 입력 및 검색 소프트웨어

KIND-InfoView 는 KIND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신뢰도 자료의 검색, 입력 

및 수정을 위하여 web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운  체제이다. 따라서 일반적

인 인터넷 web브라우저만 있으면, 접속 장소에 상관없이 KIND DB에 접근하여 

자료를 검색 및 수정할 수 있다. 다음 그림 9는 KIND-InfoView의 접속 초기 화

면이다.

(1) KIND-InfoView 사용자 등급 관리

KIND-InfoView는 저장된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용자

에게만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의 겁근 권한을 3단계로 구분하

여 차별화를 하 다. 

●  Level-1 : KIND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 검색 기능만 가지고 있는 등

급이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장 기본적인 자료만 검

색할 수 있으며, 오직 해당 자료에 대한 요약된 자료만 검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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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vel-2 : 이 등급은 KIND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변경의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등급이다. 

●  Level-3 : 이 등급은 신뢰도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등급으로서 모든 자료 

검색 및 수정 가능한 등급이다. 

그림 9. KIND-InfoView의 초기화면

(2) KIND-InfoView 의 입력 및 검색 기능

KIND-InfoView에 구현한 신뢰도 데이터 검색 모듈은 보수이력관리, 기기목

록, 계통번호, 그리고 통계 분석 자료  및 원전 정지 이력 검색 모듈로 구현되어 

있다.  먼저 현장에서 생성되는 기기 설비 데이터 및 보수 이력(TR) 데이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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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보수 이력 분석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모듈인 보수 이력 분

석 관리 모듈을 개발하 고, 각 기기별 목록 및 사양 그리고 계통 정보를 관리하

기 위한 기기목록 모듈과 각 계통목록 모듈을 개발하 다. 또한 통계 분석 모듈인 

KIND-CompRel로부터 생성된 신뢰도 계산 데이터를 검색 및 출력하기 위한 통계 

분석 결과 모듈을 개발하 으며, 추가로 발전소의 불시 정지 이력을 검색하기 위

한 원전 정지 이력 DB 검색 모듈을 개발하 다. 

그림 10은 사용자 접근 권한별로 기기 신뢰도 자료를 검색/수정하는 기본적

인 개념을 보여주는 화면이며, 그림 11은 기기검색 및 정지이력 검색의 화면 예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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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기기 신뢰도 자료 검색 및 수정 작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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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기목록 및 원전 정지이력 검색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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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ery-Expert 개발 [김승환, 2002c]

기본적인 자료의 검색 기능 외에도 SQL Query를 이용한 상세한 자료 검색

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Active X Control을 이용한 자료 검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다. 

다음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각 데이터 항목별로 입력 가능한 

값의 범위를 제시하여 주는 기능이 있어, 각 항목별 데이터의 범위를 모르는 경우

에도 적절한 질의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질의를 SQL로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SQL문이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 원하는대로 SQL문을 직접 변경하

여 상세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12. 상세 자료 검색 소프트웨어 Query-Expert 실행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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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기 신뢰도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KIND-CompRel 은 MS의 Access 2000을 기반으로 하며, Access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개발된 기기 신뢰도 자료의 입력/분석 및 통계처리를 위한 소

프트웨어이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KIND-CompRel은 KIND의 기기 신뢰도 DB

를 internet에서 ODBC를 통해 연결하여 사용한다.

 

그림 13. KIND DB와 KIND-CompRel의 연결

KIND-CompRel의 주요 기능은 기기 신뢰도 통계 분석이며, 추가적으로 보수

이력 입력/수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기기 신뢰도 통계 분석 모듈 : KIND DB의 기기 보수이력과 기기목록을 

연결하여 기기종류별 신뢰도 자료를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통계 분석시 통계 분석할 기기종류의 DB화, 일반신뢰도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항목세부목록 및  BaseData 표를 가지고 있다. 

●  보수이력 입력/수정 모듈 : KIND DB의 기기 보수이력을 연결하여 고장

모드, 고장심각도, 이용불능시간 등의 각 보수이력의 신뢰도 자료를 분석

하기 위한 모듈로서, 보수이력을 검색/입력/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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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14는 기기 신뢰도 자료의 통계 처리 절차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KIND-CompRel에서는 분석대상을 입력받으면, KIND DB에 저장된 기기목록, 기

기의 보수이력, 기기의 운전 이력을 기반으로 하여 기기종류별로 신뢰도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계산한다. 또한 그 결과를 일반신뢰도 자료와 비교하고 Bayesian 

통계 처리를 수행한다. 분석된 결과는 발전소 경험 자료만으로 통계 처리된 결과

와 Bayesian 통계 처리된 결과를 모두 제공한다. 

그림 15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구해진 통계 분석 결과 화면의 예이다. 

GroupBy W here

-I&C , 1  =  'Switch' or
 =  'Transm itter'

- , 1  =  'Power
Operated Valve'

- , 1  =  'Pum p'
-  like 'LPSI Pum p*'
-  like 'HPSI

그림 14. 기기 신뢰도 통계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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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기기 신뢰도 통계 분석 결과 화면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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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장유형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의 고장률

KIND-CompRel에서는 고장모드별로 특성에 따라 다른 유형의 신뢰도 자료

를 계산한다. 

기기 신뢰도에서는 기기종류 별로 분석되어야 하는 고장모드에 차이가 있으

며, 각 고장모드에 대한 신뢰도 자료의 특징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

는 다음과 같은 기기들에 대한 고장모드를 고려함으로써 명확히 할 수 있다. 

●  펌프 등과 같은 회전기기 

- 대기 상태에서 운전으로 변경되는 고장모드 (기기의 작동이 요구됨)

- 운전 중인 경우의 고장모드

- 대기 및 운전에 관계없는 고장모드

●  밸브 등과 같은 기기 

- 기기의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모드 (기기의 작동이 요

구됨)

- 대기 및 운전에 관계없는 고장모드

●  Transmitter 등의 I&C 기기, 열 교환기 등의 기기

- 대기 및 운전에 관계없는 고장모드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고장모드를 분류할 수 있다. 

●  대기 상태에서 운전으로 변경되는 고장모드 (기기의 작동이 요구됨)

●  운전 중인 경우의 고장모드

●  대기 및 운전에 관계없는 고장모드

이에 따라 필요한 신뢰도 자료의 유형은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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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률 유형 고장 유형 고장모드 및 비고

고장률1 (Plant 운전 

시간 대비 고장률)

대기 및 운전에 

관계없는 고장모드 

기기의 작동이 

요구되는 경우의 

고장모드

펌프의 External Leakage, 

Transmitter의 Failure, Circuit 

Breaker 의 Spurious Operation과 

같은 고장모드

기기의 작동이 

요구되는 경우의 

고장모드

펌프의 Fails to Start, 밸브의 Fails 

to Open 등과 같은 요구시 

작동실패에 대한 고장모드 
고장률2 (기기 운전 

시간 대비 고장률)

운전 중인 경우의 

고장모드

펌프의 Fails to Run 과 같은 

고장모드

고장확률(작동횟수 

당 고장확률)

기기의 작동이 

요구되는 경우의 

고장모드

펌프의 Fails to Start, 밸브의 Fails 

to Open 등과 같은 요구시 

작동실패에 대한 고장모드 

모든 기기의 고장모드에 대해 3가지 유형의 신뢰도 자료가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며, 기기종류 및 고장모드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다르다. 예로서 Transmitter 

등의 경우에는 고장률1 만이 필요하며, 펌프의 Fails to Start 는 고장률1 및 고장

확률이, 펌프의 Fails to Run은 고장률2 만이 필요하다. 

(2) Bayesian 분석

기기 신뢰도 분석에서 10년 간의 자료는 같은 기기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충

분하나, 기기종류가 적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분한 신뢰도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 고장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나는 

고장횟수가 없어 고장률이 0인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한두 번의 고장이 발생하

으나 운전시간이 짧아 고장률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분석되는 경우이다. 신뢰도 

계산에 의미 있는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장모드에 대해 5-10번 정도

의 고장횟수가 있어야 한다.

Bayesian 분석은 이와 같이 특정 발전소에서 구해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에, 외국 또는 다른 발전소의 신뢰도 자료와 특정 발전소의 신뢰도 자료의 정보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Bayesian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소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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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BURD 전산 소프트웨어 [박진균, 2002a]를 KIND-CompRel과 결합하여 사용

하 다. 

Bayesian  분석에서는 일반 신뢰도 자료를 Prior 분포로, 단순 통계 분석 자

료를 Likelihood로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계산된 결과인 Posterior 분포를 결

과물로 활용한다.

2.  표준원전 기기 신뢰도 자료 수집 및 분석 

국내 표준원전 계열의 기기 신뢰도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에 대해 기기 신뢰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광 3,4호기에 대해서는 상업운전 이후 1998년까지, 울진 3,4호기에 대해서는 

상업운전 이후 2000년까지의 자료 중 계획 예방정비 기간을 제외한 정상운전 중

인 기간의 신뢰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다. 

분석 대상 계통은 울진 3,4호기 및 광 5,6호기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분석에 포함되는 계통을 일차적으로 포함하

으며, 그 외에 BOP 측에서 몇 개의 계통을 포함하여, 총 24개 계통을 선정하

다. 이 중 33개 기기종류, 22000여 기기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계통과 기기종류에 대해 분석 대상 기기 목록을 작성하 으며, 총 

6300 여건의 기기 보수 및 고장 내역을 수집하 으며, 각 보수건수에 대해 고장모

드 및 고장심각도를 분석하 다. 상세한 것은 [한상훈, 2002b]에 기술되어 있다.

기기의 작동회수 및 운전시간은 시험절차 및 교체운전 절차를 바탕으로 규칙

을 만들어 적용하 으며 일부 주요 펌프 등에 대해서는 실제 기기 작동시간 및 

작동횟수를 조사하여 규칙에 의한 결과와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규칙을 보완하

다. 

다음 그림에 기기 신뢰도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가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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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O-02CA Fails to Run
MWO-02CA Fails to Run
MWO-02CA X

그림 16. 기기 신뢰도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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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기기목록 및 기기종류 분류, 기기별 운전이력, 보수 이력을 이용하여 

기기종류별 신뢰도를 통계 분석하 다. 

●  단순 통계 분석 : 기기종류별로 고장횟수 및 운전시간 또는 작동횟수만을 

이용하여 고장률을 단순히 계산하 음. 고장률은 원전 운전시간 대비 고

장률, 기기 작동시간 대비 고장률, 작동횟수 당 고장확률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 음. 

●  일반신뢰도 자료와의 비교 : 통계 분석된 결과를 광 5,6호기 PSA에 사

용된 일반 신뢰도 자료와 비교하 음. 

●  Bayesian 분석 : 광 5,6호기 PSA에 사용된 신뢰도 자료를 Bayesian 분

석의 선분포로 사용하고 단순 통계 분석 자료를 Likelihood로 이용하여 

Bayesian 분석을 수행하 음.

다음 그림에 기기종류별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절차가 주어져 있으며, 분

석은 기기 신뢰도 분석을 위해 개발된 KIND-CompRe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다

그림 17. 기기 신뢰도 통계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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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 가를 보이기 위하여 다음에 일부 

펌프에 대한 고장률 계산 결과와 일반 신뢰도 자료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다.  

1
/h

2
/h

Pump-AFW Diesel Pump Fails to Run 1.00E-03 /h ( 2)
Pump-AFW Diesel Pump Fails to Start 9.08E-05 4.42E-02 2.21 2.00E-02 ( )
Pump-AFW Motor Pump Fails to Run 1.50E-04 /h ( 2)
Pump-AFW Motor Pump Fails to Start 1.68E-05 9.59E-03 3.196 3.00E-03 ( )
Pump-AFW Turbine Pump Fails to Run 3.00E-04 /h ( 2)
Pump-AFW Turbine Pump Fails to Start 1.95E-05 1.71E-02 1.14 1.50E-02 ( )
Pump-CCW Pump Fails to Run 4.84E-07 1.29E-06 0.258 5.00E-06 /h ( 2)
Pump-CCW Pump Fails to Start 0.00E+00 0.00E+00 0 1.30E-03 ( )
Pump-Charging Pump Fails to Run 6.67E-05 1.11E-04 4.44 2.50E-05 /h ( 2)
Pump-Charging Pump Fails to Start 1.94E-05 1.02E-02 4.434 2.30E-03 ( )
Pump-CS Pump Fails to Run 5.00E-05 /h ( 2)
Pump-CS Pump Fails to Start 1.29E-05 1.13E-02 2.26 5.00E-03 ( )
Pump-ECW Pump Fails to Run 1.29E-06 2.59E-06 0.103 2.50E-05 /h ( 2)
Pump-ECW Pump Fails to Start 0.00E+00 0.00E+00 0 2.30E-03 ( )
Pump-ESW Pump Fails to Run 1.55E-05 3.10E-05 0.968 3.20E-05 /h ( 2)
Pump-ESW Pump Fails to Start 3.23E-06 1.41E-02 5.875 2.40E-03 ( )
Pump-HPSI Pump Fails to Start 0.00E+00 0.00E+00 0 1.00E-03 ( )
Pump-LPSI Pump Fails to Start 0.00E+00 0.00E+00 0 2.30E-03 ( )
Pump-Motor Fails to Run 2.26E-05 3.79E-05 1.516 2.50E-05 /h ( 2)
Pump-Motor Fails to Start 9.27E-06 1.07E-02 4.652 2.30E-03 ( )

주) 고장률1 : Plant운전시간당 고장률

   고장률2 : 기기 작동시간당 고장률

   고장확률 : 기기 작동횟수 당 고장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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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통계 분석 결과로 총 218개의 단순 통계 분석 자료가 구해졌으며, 이중 

일반신뢰도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 76개의 자료에 대해 Bayesian 분석을 수행하

다. Bayesian 분석 결과는 기본적으로 일반신뢰도 자료와 Likelihood 함수인 단순 

분석결과의 사이 값을 가지며, 대부분 Likelihood 함수의 값과 유사한 값을 가진

다. 다만 고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선 분포인 일반신뢰도 자료와 유사하게 나

타난다.

일반신뢰도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 76개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68% 정도는 

일반신뢰도 자료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19%는 일반신뢰도 자료보다 매

우 적은 고장률을 가지며, 13%는 일반신뢰도 자료보다 큰 고장률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준원전 PSA와 관련된 값을 가지는 자료로서는 Chiller, Diesel 

Generator, ESW Pump, Charging Pump 등이 일반 신뢰도 자료에 비해 고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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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원전 정지 이력 수집 및 분석 

원자력발전소 설계시 사고해석이나 성능해석을 위해서는 실제 발전소에서 발

생한 사건이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분석에 반 해야 한다. 현재의 설계 및 안

전성평가 수행시 사용되는 초기사건 발생빈도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이력이 

부족하여 미국 자료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효율적인 설계 및 안전성 평가를 위

해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운전환경과 특성이 반 된 운전자료원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정지이력 및 비정상사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

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발전소 운 이나 설계 등에 반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 2000년 말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발전소 정지사건과 이력자료를 수집 DB화하 고 [박진희, 2002a],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사용자의 필요성 및 요구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KTRIP[박진희, 2001]을 개발하 다.

가. 원전 정지 자료 수집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정지사건 등으

로 인한 일부 과도사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발전소의 운전이력을 

조사하 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운전이력은 1978년 4월 고리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2000년 말 현재 총16개 발전소가 운전되고 있으며, 2000년 말까지

의 총 운전 연수는 약 137Ry에 도달하 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국내 원전의 정지이력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

자력 발전처에서 발전소 현장에서 매 사건마다 발행하는 불시정지 사례를 모아서 

매년 발간되는 '원자력 발전소 발전정지 사례집'과 '원자력 발전연보' 등을 수집

하 다. 원자력발전소 정지사례집은 1978년부터 1996년까지의 불시정지 사례를 각 

사례별로 심도 있게 정리한 것으로, 해당발전소에서 작성하 다. 원자력 발전연보

는 1998년도까지 매년 혹은 격년으로 발행되는 보고서로 국내 원전의 불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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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정지, 간이예방정지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각 발전소의 출력 변동들

도 도표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이들 보고서에서 누락된 일부자료 들과 1996년부

터 2000년도까지의 정지 자료들은 각 발전소 현장과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처

로부터 자료를 수집하 다. 이러한 노력으로 약 400여건의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

건보고서를 수집하 다.

이들 자료들 중에서 국내 원전의 운  초기에 발행된 몇몇 보고서의 경우에

는 형태나 내용이 상당히 간략하여 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각 사례별로 심도 있는 분석과 참고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자료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한 기술이 빈약한 부분도 있

었다. 또한, 이 보고서들은 여러 발전소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보고형식으로 

되어 있어 각종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이들 자료를 분석하고 정지특성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여 전산

화함으로써 각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다.

나. 원전 정지 자료 분석 [박진희, 2002a]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지사건 들을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

산 프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현재까지 수집된 정지자료들은 각 호기별로 상세한 

검토를 수행하여 모두 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개략적인 분석을 수행하 다.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은 각 정지사건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이 전산프

로그램에 전산화되는 발전소 정지자료들은 발생호기, 사건 발생일시 및 계통병입 

일시, 원자로 정지방법, 정지원인 및 사건개요, 사고발생 전 발전소 상태, EPRI 

Category, 정지유형, 궁극적 사건발생원인(root cause), 관련계통 등의 분류체계에 

따라 입력된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발전소에서 작성된 정지시 상세정보

도 제공된다.  

개발된 전선프로그램에 전산환 된 정지자료의 입력은 다음과 같다. 정지사건

이 발행한 발생호기는 국내 원전의 이름(예, 고리 1호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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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일시는 원자로가 정지된 시간을 기술하고 계통병입 일시는 원자로 정지 

후 터빈-발전기가 소외 송전망에 병입되는 시간을 기술하 다. 원자로 정지신호 

및 정지신호 발생원인은 정지이력 자료에 나타난 정지신호와 정지신호를 일으킨 

원인에 대하여 기술을 하 다. 사건개요는 사고 전 발전소의 전반적인 운전상황, 

사고발생 후 발전소 운전, 사후 조치상황 및 보수상황과 사후대책에 대해 기술하

고 상제정보는 각 사고를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 다. 그 외 사고발생 전 발

전소 운전상태와 EPRI에서 발전소 과도상태를 분류한 41개 범주를 인용하 다. 

사고 발생 전 발전소 상태는 원자로정지 전의 원자로 출력, 터빈 발전기 출력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 및 온도를 기술하 다. 관련계통은 각 정지사건에서 정

지를 유발한 계통을 기술하 으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통을 선택하

여 관련계통으로 기술하 다. 궁극적 사고 원인은 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기기 

결함 및 노후화, 운전 및 보수오류, 설계 및 시공관련 오류, 외부요인으로 인한 발

전소 정지, 미확인 등 5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분석을 할 수 있게 하 다. 

본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이 완료된 국내 원전의 정지사건 이력은 표 26에 기

술하 으며, 국내 정지 이력을 EPRI Category별로 분류한 결과를 미국 원전의 정

지 빈도와 비교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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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국내발전소 정지현황(1978년 - 2000년)

 

O/H Cal. Year Reactor Year

1  1 1978-04-29 23.03 17.84 131 20 111

2  2 1983-07-25 17.45 15.91 65 15 50

3  3 1985-09-30 15.27 12.79 49 12 37

4  4 1986-04-29 14.69 12.49 45 12 33

5  1 1986-08-25 14.36 12.33 39 12 27

6  2 1987-06-10 13.55 11.47 39 11 28

7  3 1995-03-31 5.76 4.96 12 5 7

8  4 1996-01-01 5.01 4.51 12 4 8

9  1 1988-09-10 12.32 10.44 33 10 23

10  2 1998-09-30 11.26 9.85 25 9 15

11  3 1998-08-11 2.26 1.96 4 2 2

12  4 1999-12-31 1.01 0.83 2 1 1

13  1 1988-09-10 17.71 14.99 66 14 52

14  2 1997-07-01 3.51 3.04 9 3 6

15  3 1998-07-01 2.51 2.29 4 1 3

16  4 1999-10-01 1.01 1.09 2 1 1

160.9 136.78 537 132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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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국내발전소 EPRI Category별 발생현황

EPRI 분류 발생회수 국내발생빈도 국외발생빈도

EPRI 1-부분적인 RCS 유량상실 8 0.06 0.280

EPRI 2-제어봉인출 1 0.01 0.010

EPRI 3-제어봉 작동고장 및 제어봉낙하 42 0.31 0.500

EPRI 4-제어봉으로부터의 냉각재누설 1 0.01 0.020

EPRI 5-1차측 냉각재누설 17 0.12 0.050

EPRI 6-가압기 저압력 0.000 0.030

EPRI 7-가압기누설 1 0.01 0.005

EPRI 8-가압기 고압력 1 0.01 0.030

EPRI 9-부적절한 안전주입작동 2 0.01 0.050

EPRI 10-격납건물 고압력 0.00 0.005

EPRI 11-보론희석 - CVCS 오동작 0.00 0.030

EPRI 12-제어봉위치에러(압력/온도/출력불균형) 0.00 0.130

EPRI 13-RCP 이상기동 0.00 0.002

EPRI 14-전체적인 RCS 유량상실 8 0.06 0.030

EPRI 15-급수 부분상실(1 Loop) 37 0.27 1.500

EPRI 16-모든급수 완전상실 9 0.07 0.160

EPRI 17-주증기 격리밸브(1개) 부분 및 완전차단 11 0.08 0.170

EPRI 18-주증기 격리밸브 완전차단 5 0.04 0.040

EPRI 19-급수 유량증가(1 Loop) 12 0.09 0.440

EPRI 20-급수 유량증가(All Loop) 2 0.01 0.020

EPRI 21-급수 유량 불안정(운전원오류) 7 0.05 0.290

EPRI 22-급수 유량 불안정(기기고장) 4 0.03 0.340

EPRI 23-부분적인 복수펌프 상실(1 Loop) 0.00 0.070

EPRI 24-모든 복수펌프 상실 0.00 0.010

EPRI 25-복수기 진공상실 7 0.05 0.140

EPRI 26-증기발생기 누설 3 0.02 0.030

EPRI 27-복수기 누설 2 0.01 0.040

EPRI 28-2차측 누설 3 0.012 0.090

EPRI 29-증기방출밸브 개방 0.00 0.020

EPRI 30-순환수 상실 12 0.09 0.050

EPRI 31-기기냉각수  상실 3 0.02 0.020

EPRI 32-필수용수 상실 0.00 0.005

EPRI 33-터빈트립, 조절밸브 닫힘이나 구동기고장 37 0.27 1.190

EPRI 34-주발전기 트립 및 고장 43 0.31 0.460

EPRI 35-소외전원 상실 3 0.02 0.150

EPRI 36-가압기 살수 고장 1 0.01 0.030

EPRI 37-발전소운전에 필요한 전원상실 40 0.29 0.110

EPRI 38-발전소 정지(Unknown Cause) 1 0.01 0.080

EPRI 39-발전소 자동정지(No Transient Condition) 28 0.20 1.420

EPRI 40-발전소 수동정지(No Transient Condition) 53 0.39 0.470

EPRI 41-소내 화재 1 0.01 0.020

계획예방정지 132

정지사건 발생 총 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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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전 정지 DB 소프트웨어 개발 [박진희, 2002b]

국내 발전소 정지 및 과도사건 이력을 전산화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은 정지 

자료를 입력하고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분류 및 분석하여 보고서화 

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은 Windows 환경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으로 Microsoft사의 Visual Basic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입

력,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력되는 데이터베이스는 Microsoft

사의 MS Access를 사용하여 관리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

인 원전의 상업운전 개시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 보고된 정지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원전 정지 분석용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발생된 원자력발전소의 정지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자료의 검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

램의 기능에 대한 개략적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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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원전 정지 이력 분석 소프트웨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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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표준원전 보호계통 신뢰도 상세 분석

본 연구는 한국형 표준 원전 (KSNPP)인 울진 3,4 호기의 발전소 보호계통 

(PPS) (이는 원자로 보호 계통 (RPS)과 공학적 안전 설비 작동 계통 (ESFAS)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대상으로 

① 현행 운  기술 지침서 (TS)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기 점검 주기 

(STI) 및 허용 정지 시간 (AOT)들의 변경에 따른 발전소 전체 위험

도 향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기법을 통하여 평가하고, 

② PSA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TS의 개선안을 제안함 (특히, 표준 TS 요

건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③ 향후 인허가에 대비한 기술적 기초 자료를 마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들 계통들은 발전소 안전성 측면에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계통의 중복 설계 

및 고 신뢰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매우 보수적인 운  기술 지침서에 의해 규제되

고 있다. 과도한 규제 (예를 들면, 잦은 시험 회수)는 발전소 운전원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PSA) 기법을 이용하여 RPS/ESFAS 운  기술지침서상의 허용정지시간 (AOT)

과 시험주기 (STI)를 최적화함으로써 한국형 표준원전의 안전성 증진 및 효율적

인 운 을 도모하고자 하 다. 본 과제의 연구 초점은 RPS/ESFAS와 관련한 표

준 기술지침서 [NRC, 1995c]의 AOT 및 STI들을 표준 원전의 RPS/ESFAS에 적

용될 경우에 대한 위험도 향 평가에 있으며, 표준 기술지침서의 도입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의 근거를 표준원전 고유의 위험도 분석 결과로부터 제시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 과제에서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 연구 분야로 나누어 수행되었

다.

①  표준원전 RPS/ESFAS 기술지침서 개선 (위험도 분석)

② 설정치 드리프트 분석

여기서, ‘표준원전 보호계통 신뢰도 상세 분석’의 연구 제안서 (RFP) 내용에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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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리프트 분석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RPS/ESFAS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분석으로 RFP와 관련이 없는 추가 수행분

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과제와 관련된 RFP상의 모든 연구 항목들은 첫 번째 항

목인 표준원전 RPS/ESFAS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한 위험도 분석에 포함되어 있

다.  

본 과제의 상세 연구 내용 및 결과들은 광범위한 연구 범위로 인하여 소분야

별로 별도의 기술보고서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림 19는 본 과제와 관련된 기술 

보고서들의 구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주요 결과 및 결론 

중심의 기술이므로 상세 연구 내용 및 결과들은 별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야 한

다.

그리고, 본 과제의 연구 결과는 2001.12월 한수원(주)와 한국전력기술(주)간에 

체결된 “한국 표준형 원전의 AOT/STI 요건 완화 연구” 과제 수행팀으로 제공되

어 울진 3,4 호기 및 광 3,4,5,6 호기를 대상으로 RPS/ESFAS의 AOT/STI 개

정을 위한 인허가 과정의 기술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다 (그림 20 참

조). 아울러, 표준원전 RPS/ESFAS 계통분석 보고서([민경란, 2002a] [민경란, 

2002b])는 한수원(주)로 제공되어 울진 3,4호기 및 광 5,6호기의 운전허가 (OL) 

보완 조치 사항 - RPS/ESFAS 신뢰도 상세 분석 결과 제출 - 의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것이다 (그림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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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주요 분석 항목 및 관련 보고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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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과제 수행 내용 및 결과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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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원전 RPS/ESFAS 기술지침서 개선  

표준원전 RPS/ESFAS 기술지침서 개선은 RPS/ESFAS와 관련한 현행 AOT 

및 STI의 변경 (표준 기술지침서[NRC, 1995c] 요건으로의 변경)에 따른 발전소 

위험도의 향 평가를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PSA 기법을 이용하 다. 그림 21은 

개괄적인 연구 내용 및 분석 절차들을 나타내며, 개괄적인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KSNPP인 울진 3,4 호기의 RPS/ESFAS를 대상으로 수행하 다.

○ 울진 3,4 호기에서 현재 설계/운전 되고 있는 (as-designed/operated) 

정보들을 기반으로 발전소 고유의 RPS/ESFAS 고장 수목 모델을 개발

되었다. 고장 수목 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부품 신뢰도 자료는 보

다 의미 있는 통계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발전소 고유의 기기 고장 

경험 자료에 기초하 다. 

○ 표준원전 RPS/ESFAS와 관련한 전자부품의 고유 신뢰도 자료를 얻기 

위해 울진 3,4 호기 및 광 3,4 호기 현장으로부터 총 8.69년의 상업운

전 기간 (호기별 상업운전 시작일부터 광의 경우 1999년 12월, 울진

의 경우 2000년 5월까지의 기간임)에 대해 RPS, ESFAS, DPS 등과 관

련한 작업 의뢰서 (TR; trouble report)를 수집하 다. 이들을 기초로 

고장 분석 및 통계 처리 과정을 거쳐 표준 원전에 대한 안전 관련 전자 

부품의 고유 신뢰도 DB를 구축하 다. 

○ RPS 계통 분석을 위해 2개의 디지털 신호를 포함한 11개 자동 정지 변

수  - 가압기 저/고 압력, 가변 과출력 (VOPT; variable overpower), 

고 대수 출력 (LogP; logarithmic power), 고 국부 출력 (LPD; local 

power density), 저 핵비등 이탈율 (DNBR;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증기 발생기 (SG; steam generator) 저 압력 및 저/고 수

위, 원자로 냉각재 계통 (RCS; reactor coolant system) 저 유량, 격납 

건물 고 압력 - 별로 원자로 정지 차단기 (TCB; trip circuit br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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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부터 감지기에 이르기까지 상세 고장 수목들이 개발되었다. 특히, 

가압기 고 압력에 대한 고장 수목의 경우 비안전 관련 설비인 다중 보

호 계통 (DPS; diverse protection system)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신호도 

모델에 포함되어 있다.

○ ESFAS 계통 분석의 경우 7개의 신호 - 안전 주입 작동 신호(SIAS; 

safety injection actuation signal), 격납 건물 격리 신호 (CIS; 

containment isolation signal), 격납 건물 살수 작동 신호 (CSAS; 

containment spray actuation signal), 재순환 작동 신호 (RAS; 

recirculation actuation signal), 주증기 격리 신호 (MSIS; main steam 

isolation signal), 보조 급수 작동 신호(AFAS; 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signal) #1 및 #2 - 별로 부계전기 케비넷의 인터페이스 계전

기(relay)에서부터 감지기까지 상세 고장수목들이 개발되었다. 또한, 

DPS에 의한 보조 급수 작동 신호 (DAFAS; diverse 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signal)도 개발된 고장수목에 포함되어 있다.

○ RPS/ESFAS의 STI와 AOT 변경에 따른 위험도 향 평가를 위한 위

험도 측도로서는 계통 이용 불능도(unavailability), 노심 손상 빈도 

(CDF; core damage frequency) 및 대량 초기 방사능 누출 빈도 

(LERF;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를 이용하 다. 

○ CDF 및 LERF 평가를 위한 모델로서는 본 과제가 속해 있는 대과제인 

‘원자력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과제의 또 다른 세부과제인 ‘사고관리 

종합 평가기술 개발’ 과제에서 울진 3,4 호기의 위험도 감시 체계 구축

을 위해 개발된 발전소 고유의 위험도 감시 모델 (RM; risk monitor)

[김승환, 2002a]을 이용하 다. 울진 3,4 호기 RM 모델은 울진 3,4 호기 

운전 허가 (OL)을 위해 건설 단계에서 수행한 PSA용 모델[한국전력공

사, 1998]을 근간으로 발전소 기기 고장 자료를 포함한 고유의 운전 경

험 자료와 현재 (2000년 5월 기준)까지의 설계 변경 사항들을 반 하여 

업데이트한 것으로 RIR&A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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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분석에서 울진 3,4 호기 외부 사건 분석 모델은 포함하지 않았다.

표준원전 RPS/ESFAS 기술지침서 개선과 관련한 상세 연구 내용, 분석 과정 

및 결과들은 그림 19에 주어진 별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야 하며, 본 연구 보고

서에서는 그림 21의 연구 항목에 따른 주요 결과만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한

다. 

○ 표준원전 기준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 RPS/ESFAS 신뢰도 자료 분석 결과 (전자 부품 신뢰도)

- RPS에 대한 이용불능도 모델 평가 결과

- ESFAS에 대한 이용불능도 모델 평가 결과

- 위험도 감시(RM)용 노심손상빈도(CDF) 모델 평가 결과

- 위험도 감시(RM)용 대량 초기 방사능 누출빈도(LERF) 모델 평가 결

과

○ AOT/STI 민감도 분석 방법론 연구 결과

○ STI 변경안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 AOT 변경안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 종합 토의 및 결론 (최종 기술지침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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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표준원전 RPS/ESFAS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한 위험도 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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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준원전 기준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

표준원전 RPS/ESFAS의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한 위험도 분석은 기본적으로 

계통 이용불능도, 노심손상빈도(CDF), 대량 초기 방사능 누출빈도 (LERF)에 대한 

발전소 고유의 평가 모델을 필요로 한다.  각각의 모델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울진 3,4 호기를 기준으로 운전되고 있는 대로의 설계와 운전 정보를 바탕으로 개

발되었다. 이들에 대한 평가 결과들을 기술하기에 앞서 본 과제의 결과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표준원전 RPS/ESFAS에 대한 구조 및 특성에 대하여 간

단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표준원전 원자로 보호계통(RPS)은 발전소 보호계통 (PPS)의 일부로서 예상 

운전 사고 (AOO) 발생시 발전소 안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한 원자로 

정지 신호를 제공하고, 사고시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ESFAS)을 보조하여 사

고 결과를 완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발전소가 정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신속

하고 정확한 원자로 정지를 위하여 표준원전의 RPS는 계측 채널, 노심 보호 연산

기 (CPC; core protection calculator), 바이스테이블, 논리 매트릭스, 개시 회로 및 

원자로 정지 차단기 (TCB) 등으로 구성되며 (그림 22 참조), 정상 운전중 11종의 

정지변수에 대하여 4 중 2 구조의 동시 논리 (coincidence 2-out-of-4 logic)로 발

전소의 이상상태를 항상 감시하게 된다.

표준원전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ESFAS)은 설계 기준 사고시 그 사고의 

결과를 허용치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안전 관련 계통 기기들의 작동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ESFAS 역시 발전소 보호계통 

(PPS)의 일부로서 원자로 보호계통 (RPS)의 구조와 유사하게 작동 신호를 만드

는데 감지기를 포함하여 바이스테이블, 논리 회로 및 개시 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개시 회로에서 발생한 신호는 ESFAS에서는 RPS와는 달리 개시 회

로에서 발생한 신호를 해당 펌프 또는 밸브들의 계전기가 트레인 별로 설치되어 

있는 2 개의 부계전기 케비넷 (ARC)을 통하여 관련 기기에 해당 신호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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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SS, Containment & Tank

RPS/ESFAS Measurement ChannelsCore Protection Calculator

RPS Bistables RPS/ESFAS Bistables ESFAS Bistables

2/4 Matrix Logic 2/4 Matrix Logic

Initiation Circuit Initiation Circuit

Trip Circuit Breakers Interface Relays

Subgroup Relays

그림 22. 표준원전 RPS/ESFAS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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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ESFAS 신뢰도 자료 분석 결과 (전자 부품 신뢰도)

표준 원전 RPS/ESFAS의 계통 이용불능도 정량화를 위해서는 계통 고장수목 

모델에서 고려되는 부품들의 신뢰도 자료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계통 이용 불

능도의 정량화를 위해 필요한 부품 신뢰도 자료의 종류에는 1) 독립 고장 확률, 

2) 시험 및 보수에 기인한 이용 불능도, 3) 인간 오류 확률, 4) 공통 원인 고장 확

률, 및 5) 이들과 관련한 불확실성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RPS/ESFA의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위험도 향 평가를 위하여 RPS/ESFAS 시험에 의해 유

발된 과도 사건 빈도에 대한 자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신뢰도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일반 자료원 (generic data sources)과 발

전소 고유 자료원 (plant-specific data sources)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8은 분석

에 사용된 주요 자료원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2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표준원전 RPS/ESFAS 관련 전자부품들에 대한 신뢰도 자료 분석에서는 

광 3,4 및 울진 3,4 호기의 RPS/ESFAS 관련 부품들에 대하여 수집된 여러 가

지 발전소 고유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 으며,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 과정 및 결과

들은 KAERI/TR-2166/2002 [장승철, 2002a]의 부록 B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

다.

특히 RPS/ESFAS와 관련한 전자 부품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부품 고

장 횟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추정은 광 3,4 및 울진 3,4 호기

에서 상업 운전 이후부터 발전소별 자료 동결일 ( 광의 경우 1999년 7월 31일, 

울진의 경우 2000년 5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발행된 작업의뢰서의 기록에 의존

하 으며 총 8.69년의 상업운전 기간에 해당한다. 또한, 울진 3,4 호기의 경우 시

운전 및 상업운전 초기에 작업의뢰서와 함께 부적합 자재 보고서 (NCR; 

non-confirmation report)를 적절히 병행하여 사용해 왔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도 

부적합 자재 보고서를 고장 경험 자료원의 하나로 간주하고 고장 분석 대상에 포

함하 다. 

최종 전자 부품의 고장률 (또는 고장확률)은 베이지안 통계 처리 기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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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CEN-327의 일반 신뢰도 자료와 발전소 고유의 고장 경험 자료를 결합하

다. 표 29는 울진 3,4 및 광 3,4 호기의 고장 경험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베이지

안 통계처리를 한  부품별 최종 고장률 (또는 고장 확률)을 나타낸다. 표 29의 표

준원전 RPS/ESFAS 고유의 고장 경험 자료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현장 자료는 상업운전 초기의 자료가 거의 대부분 임에

도 불구하고 외국의 CE노형에 대한 고장경험과 비교 할 때 부품의 성능은 전반

적으로 유사하거나 오히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 관련 I&C 부품들이 

매우 적절한 관리 상태 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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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신뢰도 자료의 추정을 위해 사용된 주요 자료원

자료원 

구분
자료원* 주요 사용 목적 비고

일반 

자료원

CEN-327

1) 부품 고장률의 사전 분포 

2) 공통 원인 고장률 추정

(베타 factor)

NUREG/CR-1278 기본 인간 오류 확률 계산 THERP 방법

고유 

자료원

작업 의뢰서(TR) 및  

부적합 자재 보고서 

(NCR)

1) 부품 고장 횟수 추정

2) 보수 빈도 및 시간 추정

NCR은 울진 3,4호기 

에서 운전 초기 

TR과 병행하여 이용

정기 점검 및 교정 

절차서

1) 시험 및 교정 빈도 

2) 인간 오류 분석

3) 시험에 기인한 이용불능

도 추정
정기 점검 절차서 

수행 시간
1) 시험 소요 시간 추정 현장 인터뷰 자료

발전소별 운전 이력

1) 부품별 운전시간 및 작동

요구시간 추정

2) 발전소별 불시정지 이력

KTRIP DB

1) RPS/ESFAS 정기점검에 

기인한 과도 사건 빈도 

추정

국내 불시 정지 이력

DB

KIND 

1) 일반 기기 고장률 추정

2) 발전소 고유 위험도 

(CDF 및 LERF) 모델 

개발 

전자 부품을 제외한 

국내 고유 신뢰도 DB

*) CEN-327 [CE, 1986], NUREG/CR-1278 [Swain, 1985], KTRIP [박진희, 2001], 

KIND [한상훈, 2002a,b][김승환, 2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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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베이지안 통계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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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과제에서는 베이지안 통계처리를 위하여 BURD (Bayesian Update 

for Reliability Data) 전산 코드가 개발된 바 있다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등록 

번호 2001-01-12-5517, 2001.8)[장승철, 2001b] (그림 23 참조). 그리고 전자부품 

신뢰도 예측을 위하여 MIL-HDBK-217F를 근간으로 한 전산 프로그램 (RPEE; 

Reliability Prediction for Electronic Equipment)도 개발한 바 있다. (한국 소프트

웨어 진흥원 등록 번호 2000-01-12-4182, 2000.6)[장승철, 2000d] (그림 24 참조).

그림 23. BURD 실행 예제 화면

그림 24. RPEE의 초기화면(왼쪽) 및 실행 예제(오른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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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보호계통에 대한 이용 불능도 모델 평가 결과

표준원전 원자로 보호계통(RPS)의 신뢰도 분석은 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as-operated 설계 및 운전 정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11종의 원자로 정지 신

호별로 개발된 고장수목 [민경란, 2002a]에 의해 수행되었다. 

○ 가변 과출력 (VOPT; variable overpower)

○ 고 대수 출력 (Hi LOG PWR; high logarithmic power)

○ 고 국부 출력 (Hi LPD; high local power density) 

○ 저 핵비등 이탈율 (Lo DNBR; low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 가압기 저 압력 (Lo PZR PR; low pressurizer pressure)

○ 가압기 고 압력 (Hi PZR PR; high pressurizer pressure)

○ 증기 발생기 저 압력 (Lo SG PR; low steam generator pressure)

○ 증기 발생기 저 수위 (Lo SG LVL; low steam generator level)

○ 증기 발생기 고 수위 (Hi SG LVL; high steam generator level)

○ 격납 건물 고 압력 (Hi CTMT PR; high containment pressure)

○ 원자로 냉각재 저 유량 (Lo RCS FW; low reactor coolant flow)

신뢰도 분석 결과는  정지 신호별 이용 불능도 (요구시 실패 확률)는 표 30에 

기술된 바와 같다. 표 30의 결과들은 현행 기술지침서 하에서 표준원전의 정상 운

전 중 원자로 정지 요구시 신호별 실패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분석 방법에 의해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CE, 1986], [USNRC, 

2000])에 비해 유사하거나 낮은 이용 불능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압기 

고 압력의 경우를 제외한 신호별 이용불능도는 대략 9.0E-6부터 5.0E-6 까지의 

범위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한 개 신호에 대해 십만번 요구중 1번 미만으로 해당 

신호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실패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정지 신호들에 

비해 디지털 신호 (DNBR및 LPD)와 선형 및 대수 출력 신호 (VOPT, LOG 

PWR)의 이용 불능도가 다소 높은 원인은 노외 중성자속 계측 채널의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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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압기 고압력에 의해 요구되는 원

자로 정지의 실패 확률은 다른 정지 신호에 비해 1/10 수준인 5.0E-7 (백만번에 1

번 미만의 실패)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다중 보호 계통(DPS)의 가압기 고압력

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실패를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이는 표준 원전에서 DPS의 

설비에 의해 원자로 정지 불능 과도 사건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의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사고들은 사고 즉시 최소 3개 이상의 신호에 의

해 원자로 정지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시 원자로의 자동 정지 신호가 

발생되지 않을 확률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든 자동 정지 신호의 작동에 대

한 공통 기기인 원자로 트립 차단기 (TCB)와 같은 기기의 기계적 고장은 신호의 

개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요구시 원자로 정지 실패로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정성적인 분석은 최소단절집합(minimal cutest)들에 대한 정보로부터 얻어지며, 

RPS 계통 분석 보고서[민경란, 2002a]에 상세 기술되어 있다. 최소단절집합의 분

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정지 신호별 원자로 정지 요구시 실패 확률 (이용 불능도)에 대한 일차

적인 주요 기인자(contributor)는 원자로 정지 차단기(TCB)의 공통 원

인 고장 (CCF)으로 나타났으며, 비율로 보면 LPD(국부출력 도)와 

DNBR(핵비등 이탈률)의 경우 61%, VOPT(가변 과출력)와 LOG PWR

(대수 출력)의 경우 약 80%, 기타 정지 신호에 대해서는 99%로 이용 

불능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차적인 주요 기인자는 운전원에 의한 수동 정지 실패와 결합된 트립 

채널 내의 전자 부품들 (예를 들면, initiation relays, interposing relays, 

logic matrix relays, 등)의 CCF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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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RPS 정지신호별 이용불능도

정지 변수
이용불능도

(평균)

불확실성 분석*
비고

5% 50%(중위수) 95%

VOPT 6.45E-06 5.54E-07 3.03E-06 2.14E-05

Hi LOG PWR 6.78E-06 6.06E-07 3.23E-06 2.26E-05

Hi LPD 8.97E-06 7.86E-07 4.26E-06 2.93E-05
디 지 털 

신호

Lo DNBR 8.97E-06 7.86E-07 4.26E-06 2.93E-05
디 지 털 

신호

Lo PZR PR 5.53E-06 3.13E-07 2.13E-06 2.06E-05

Hi PZR PR 5.01E-07 9.51E-09 1.13E-07 1.86E-06
DPS 고

려

Lo SG LVL 5.52E-06 2.99E-07 2.10E-06 1.99E-05

Hi SG LVL 5.52E-06 2.99E-07 2.19E-06 1.92E-05

Lo SG PR 5.52E-06 3.14E-07 2.20E-06 2.01E-05

Hi CTMT PR 5.52E-06 2.96E-07 2.19E-06 1.98E-05

Lo RCS FW 5.53E-06 3.09E-07 2.20E-06 2.07E-05

*) 표본 크기 10,000의 Monte Carlo 시뮬레이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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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에 대한 이용 불능도 모델 평가 결과  

ESFAS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역시 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As-operated 설계 및 운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의 7개 ESFAS 신호에 대하여 

감지기에서부터 부계전기 케비넷 (ARC)의 인터페이스 릴레이까지 상세 고장수목

을 개발하 다.

○ 안전 주입 작동 신호(SIAS; safety injection actuation signal), 

○ 격납 건물 격리 신호 (CIS; containment isolation signal), 

○ 격납 건물 살수 작동 신호 (CSAS; containment spray actuation 

signal), 

○ 재순환 작동 신호 (RAS; recirculation actuation signal), 

○ 주증기 격리 신호 (MSIS; main steam isolation signal), 

○ 보조 급수 작동 신호(AFAS; 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signal) #1 

○ 보조 급수 작동 신호(AFAS; 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signal) #2 

 신뢰도 분석 결과 ESFAS 신호별 이용 불능도는 표 31에 기술된 바와 같다. 

이 들 결과들은 현행 기술지침서 하에서 표준원전의 정상 운전 중 요구시 신호별 

실패 확률 (트레인 A와 B 모두 실패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확실성 분석 결

과까지 포함하고 있다. 표준 원전 ESFAS 신호별 이용 불능도는 AFAS를 제외하

고 대략 7.0E-6부터 5.0E-6 까지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FAS #1 

(또는 #2)의 실패 확률은 약 2.0E-7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별도의 DPS에 의한 

보조 급수 신호 실패를 함께 고려한 결과이다. 

ESFAS 신호별 최소 단절 집합들에 대한 정보는 ESFAS 계통 분석 보고서

[민경란, 2002b]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인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SFAS 신호별 이용 불능도에 대한 일차적인 주요 기인자는 ARC에 위

치한 인터페이스 릴레이들의 CCF로 나타났으며, 비율로 보면 MSIS의 

경우 약 78%, 다른 신호의 경우 최소한 96% 이상으로 ESFAS이용 불

능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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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적인 주요 기인자는 주제어반에서 운전원에 의한 수동 정지 실패와 

결합된 트립 채널 내의 전자 부품들 (예를 들면, initiation relays, 

interposing relays, logic matrix relays, 등등)의 CCF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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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SFAS 신호별 이용불능도

ESFAS 

신호

이용불능도 

(평균)

불확실성 분석*
비고

5% 50%(중위수) 95%

SIAS 5.18E-06 2.81E-07 2.12E-06 1.96E-05

CIAS 5.18E-06 2.78E-07 2.06E-06 1.86E-05

CSAS 5.03E-06 2.01E-07 1.91E-06 1.79E-05

RAS 5.04E-06 2.04E-07 1.94E-06 1.84E-05

MSIS 6.28E-06 4.85E-07 2.98E-06 2.09E-05

AFAS #1 

(or #2)
1.76E-07 6.37E-09 5.91E-08 6.12E-07 DPS 고려

*) 표본 크기 10,000의 Monte Carlo 시뮬레이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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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감시(RM)용 노심손상빈도(CDF) 모델 평가 결과

본 분석에서는 CDF 기준 모델로서 울진 3,4 호기의 연속적인 위험도 감시 

(RM)를 위해 최근 개발된 CDF 평가 모델 (RM-CDF 모델)[김승환, 2002a]을 사

용하 다. RM-CDF 모델은 울진 3,4 호기 건설 단계에서 운전 허가 (OL) 지원용

으로 사용된 CDF 평가 모델 (OL-CDF 모델)[KEPCO, 1998]을 바탕으로 TS 개

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도 정보 규제 및 활용 (RIR&A)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된 모델이다. 표 32은 OL-CDF와 RM-CDF 모델간의 특징 및 차이점을 기술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OL-CDF 모델이 일반(generic) PSA 모델인 반면 

RM-CDF모델은 발전소 고유의(plant-specific) PSA 모델임을 의미한다. 본 과제

에서 기준 CDF 모델로서 RM-CDF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향후 RPS/ESFAS 표

준 기술지침서로의 변경시 예상되는 계속적인 위험도 감시 요구[USNRC, 1998c]

에 RM-CDF 모델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표 32 울진 3,4 호기 OL-CDF 모델과 RM-CDF 모델의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OL-CDF 모델 RM-CDF 모델 비고

개발 목적 인허가 지원 연속적인 위험도 감시 

설계자료 동결

일
1994. 9 2001.7 

시운전 이후 890여건의 

설계변경 사항 검토후 

반

신뢰도 자료 일반 신뢰도 자료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KIND[한상훈, 2002] 참

조
모델링 접근방

법
ET/FT linking

Integrated FT (one 

top FT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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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는 OL-CDF 모델과 RM-CDF 모델간의 정량화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CDF는 각각 8.25e-6/RY, 7.77e-6/RY로 6%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초

기 사건별 CDF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 발전소 고유의 운전 경험 반  (초기사건 빈도 및 기기 신뢰도 자료)이 

CDF의 주요 감소원 

○ 현재의 설계를 바탕으로 PSA 내부사건 분석 모델의 업데이트

○ TS 개선을 위해 개발된 RPS/ESFAS 신뢰도 상세 모델의 추가

○ 전기 관련 회복조치 분석의 단순화 (6가지의 보수적인 단순 규칙을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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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OL-CDF 모델과 RM-CDF 모델간의 CDF 정량화 결과 비교주1)

IE 

그룹
IE주2)

RM-CDF 모델 OL-CDF 모델

비고IE 빈도 

(/RY)

CDF IE 빈도 

(/RY)

CDF

평균 백분율 평균 백분율

LOCA 

그룹

LLOCA 1.70E-04 6.80E-07 8.76 1.70E-04 1.05E-06 12.7

MLOCA 1.70E-04 5.96E-07 7.67 1.70E-04 6.33E-07 7.7 주3)

SLOCA 3.00E-03 1.13E-06 14.56 3.00E-03 1.86E-06 22.5

SGTR 4.50E-03 1.16E-06 14.99 4.50E-03 1.14E-06 13.8 주4)

ISLOCA 1.77E-09 1.77E-09 < 0.1 1.77E-09 1.77E-09 < 0.1

RVR 2.66E-07 2.66E-07 3.43 2.66E-07 2.66E-07 3.2

소계 3.84E-06 49.43 4.95E-06 59.9

Transi

ent 그

룹

LSSB 1.50E-03 1.72E-07 2.21 1.50E-03 1.46E-07 1.8

LOFW 1.75E-01 3.91E-07 5.03 5.50E-01 1.14E-06 13.8

LOCV 1.01E-01 1.80E-08 0.23 2.30E-01 2.53E-08 0.3

LOOP 3.13E-02 2.21E-06 28.46 6.15E-02 8.77E-07 10.6
SBO 포

함

LOCCW 4.28E-01 5.57E-07 7.17 1.54E-01 1.25E-07 1.5

LOKV 1.31E-03 4.07E-10 < 0.1 1.75E-03 5.48E-10 < 0.1

LODC 2.62E-03 2.94E-07 3.78 3.50E-03 3.17E-07 3.8

GTRN 7.79E-01 1.59E-07 2.05 2.98 3.59E-07 4.4

ATWS 8.40E-06 1.27E-07 1.63 2.04E-05 3.15E-07 3.8

소계 3.93E-06 50.57 3.30E-06 40.1

총 노심손상빈도 7.77E-06 100.00 8.25E-06 100

주1) IE 빈도 및 평균값은 점추정치

주2) LLOCA (large LOCA), MLOCA (medium LOCA), SLOCA (small LOCA), SGTR (SG tube 

rupture), ISLOCA (interfacing system LOCA), RVR (reactor vessel rupture), LSSB 

(large secondary side break), LOFW (loss of feedwater), LOCV (loss of condenser 

vacuum), LOOP (loss of off-site power), LOCCW (loss of component cooling water), 

LOKV (loss of a 4.16 KV bus), LODC (loss of DC), GTRN (other transients), ATWS 

(anticipated transient w/o scream), 

주3) ATWS 의 사고경위 중 PSV stuck open 은 MLOCA에 포함함.

주4) ATWS 의 사고경위 중 consequential SGTR은 SGTR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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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감시(RM)용 대량 초기 방사능 누출빈도(LERF) 모델 평가 결과

본 분석에서는 LERF 기준 모델로서 CD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울진 3,4 호

기의 연속적인 위험도 감시(RM)를 위해 최근 개발된 LERF 평가 모델 

(RM-LERF 모델)[한석중, 2002]을 사용하 다. RM-LERF 모델은 그림 25과 같

은 단순 격납건물 사건수목(CET)을 기반으로 울진 3,4 호기 건설 단계에서 운전 

허가(OL) 지원용으로 사용된 LERF 평가 모델 (OL-LERF 모델)[KEPCO, 1998]의 

분석 결과들을 반 하여 계산되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단순 CET의 사용은 미국 

NRC의 RG 1.174[USNRC, 1998a]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기술지침서 개선

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도 정보 규제 및 활용의 목적에 사용 가능하다.

표 34는 OL-LERF 모델과 RM-LERF 모델간의 정량화 결과를 비교한 것으

로, LERF는 각각 1.24e-6/RY, 1.26e-6/RY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RM-CDF 모델에서의 CDF 감소 (6%)를 감안하면, RM-LERF 모델은 

OL-LERF모델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 모델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과제에서 기준 LERF 모델로서 RM-LERF 모델을 채택한 이유는 CDF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RPS/ESFAS 표준 기술지침서로의 변경시 예상되는 

계속적인 위험도 감시 요구[USNRC, 1998c]에 RM-LERF 모델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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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울진 3,4 호기 RM-LERF 모델과 OL-LERF 모델의 정량화 결과 비교
 주1)

LERF 경위

RM-LERF 모델 OL-LERF 주2)

비고CDF(/R

Y)
LERF(/RY) CDF(/RY) LERF(/RY)

LERF-SQ#4

7.77E-06

1.09E-08

8.25E-06

2.02E-08

LERF-SQ#8 1.16E-08 1.08E-08

LERF-SQ#10 7.17E-08 5.69E-08

LERF-SQ#12 1.17E-06 1.15E-06

Total 7.77E-06 1.26E-06 8.25E-06 1.24E-06

주1) LERF는 평균값에 대한 점추정치임.

주2) 울진 3,4호기 2단계 PSA 결과[KEPC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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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표준원전 단순 격납건물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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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OT/STI 민감도 분석 방법론 연구 결과

STI 민감도 분석 방법론

표준 원전 RPS/ESFAS의 STI 민감도 분석은 STI 변경에 따른 위험도 향 

평가를 의미하며, STI 위험도는 세가지 측도 - 계통 이용 불능도 (UA), 노심손상

빈도(CDF), 대량초기 방사능 누출 빈도(LERF) - 에 의해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그림 26과 같이 STI의 증가는 UA, CDF 및 LERF에 의해 평가되는 위험도에 대

하여 긍적적 향(위험도 감소분)과 부정정 향(위험도 증가분)을 동시에 갖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STI는 대중의 수용 가능한 위험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

의 효율적인 STI 역 (긍정적 향이 부정적 향을 상쇄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역)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표 35는 STI 민감도 분석시 고려된 긍정적인 향 및 부정적인 향 인자들

을 나타낸다. 시험에 의한 기기 마모와 인간 오류 (기기 교정, 시험후 재배열 혹

은 복구 실패)는 일정 고장률 또는 고장 확률을 가정하므로 분석 대상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UA의 평가시에 시험에 의한 과도 사건 유발 인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STI 변경에 따른 위험도 향 인자별 평가 방법의 상세 내

용은 KAERI/TR-2166/2002 [장승철, 2002a]와 KAERI/AR-577/2000 [김길유, 

2000a]를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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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STI 의사결정 개념도

표 35. 표준원전 RPS/ESFAS의 STI 민감도 분석시 고려되는 주요 향 인자 

향 구분* 향 인자
평가 반   여부

비고
UA CDF LERF

부정적 향

(위험도 감

소)

기기의 독립 고장 ○ ○ ○

기기의 공통 원인 고장 ○ ○ ○

긍정적 향

(위험도 증

가)

시험에 의한 과도 사건 유발 

가능성
N/A ○ ○

시험에 의한 기기 마모 × × × 일정한 

고장률 

가정

인간 오류 (기기 교정, 시험후 

재배열 혹은 복구 실패)
× × ×

시험에 기인한 기기의 이용 

불능
○ ○ ○

*) STI 증가에 따른 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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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 민감도 분석 방법론

NRC에서 AOT 변경을 위해 요구하는 AOT 위험도 평가 측도

([USNRC,1998a], [USNRC,1998c])로는 △CDF (CDF증가분), △LERF (LERF증가

분), ICCDP (incremental conditional core damage probability)와 ICLERF 

(incremental conditional large early release probability)들이 있다.  표준원전 

RPS/ESFAS에 대한 AOT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 다.

○ 표준 기술지침서의 각종 LCO 기기 배열상태에 대한 AOT 위험도 평가 

후, 

○ NRC 승인 기준치에 따른 연장 가능한 최대 AOT의 계산 

그러나, AOT 위험도 평가시 RPS/ESFAS의 기술지침서 특성상 경우에 따라

서는 LCO 위배시 적절한 조치 후의 기기 배열이 정상 운전 중의 배열과는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치 사항 

수행전 (△CDFa, △LERFa, ICCDPa, ICLERPa)과 수행 후(△CDFb, △LERFb, 

ICCDPb, ICLERPb)의 위험도 평가가 필요하며, RPS/ESFAS에 대한  표준 기술

지침서에서는 계측 채널, RPS의 수동 작동 채널, 개시 회로 및 TCB와 관련된 

AOT 위험도 평가 항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대 AOT는 아래 3개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ICCDP 기준치)-(계속

운전기간)x(△CDFb)]/(△CDFa) 와 [(ICLERP 기준치)-(계속운전기간)x(△

LERFb)]/(△LERFa)의 최소치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의 조건들 중 한가지라도 만

족되지 않을 경우 최대 AOT는 현행 AOT와 같다.

○ 순간 CDF < 기준치(1.0e-3)

○ Max { △CDFa, △CDFb } < (△CDF 기준치)

○ Max { △LERFa, △LERFb } < (△LERF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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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 위험도 측도들에 대한 기준치들은 아직 국내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

문에 본 분석에서는 NRC 기준([USNRC,1998a], 9USNRC,1998c])을 적용하 다. 

△CDF 에 대한 NRC 기준치는 승인 기준 역 I (변경 불가), II (제한적 변경 가

능), III (변경 가능)에 따라 각각 1.0e-5/RY 이상, 1.0e-5 ~ 1.0e-6/RY, 1.0e-6/RY 

이하로 정해져 있다. △LERF 기준치는 승인 기준 역 I, II, III에 따라 각각 

1.0e-6/RY 이상, 1.0e-6 ~ 1.0e-7/RY, 1.0e-7/RY이하로 구분된다. 
∆

∆

∆
∆

그림 27.  RPS/ESFAS AOT 위험도 평가 방법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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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I 변경안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RPS/ESFAS의 STI요건들 가운데 민감도 분석 대상 항목의 선정은 출력 운

전 (운전 모드 1, 2) 중에 적용되는 STI 요건들을 대상으로 하 으며, 이 들 중 

시험되고 있는 채널의 이용 불능을 초래하지 않는 단순 확인이나 18개월 주기의 

계획정지 기간에 수행되는 시험들을 대상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ESFAS 

부그룹 계전기는 고장 수목의 모델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민감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36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STI 민감도 분석 대상 항목별 변경안을 나

타낸다. 표준 원전 RPS의 시험 특성상 원자로 정지 차단기의 건전성은 논리 매트

릭스와 수동 작동 시험을 통하여 간접 확인된다.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감

도 분석 대상 항목의 현행 기술지침서 (CTS)의 STI 요건은 1 개월 기준인 반면 

표준 기술지침서 (STS)는 3개월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는 변경 기준안

인 STS 요건과는 별도로 6개월 기준의 STI 변경안 (ATS)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려한다. STI 민감도 분석 대상 항목과 관련한 울진 3,4 호기의 현행 시험 절차

서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KAERI/TR-2166/2002 [장승철, 

2002a]를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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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STI 민감도 분석을 위한 TS 요건 변경안 

항목 CTS STS ATS 비고

계측채널 (바이스테이블) 1M 3M 6M

논리 매트릭스 (개시회로, 

수동 작동, TCB 포함)
1M 3M 6M

노심 보호 연산기 (CPC) 1M 3M 6M

다중보호계통 (DPS)
없음(현재 

3M적용)

없음

(3M 적용)
6M 비안전 등급

ESFAS 부계전기
1M 

(교번시험)

분석대상에서 

제외

표준원전 (울진 3,4 호기) RPS/ESFAS의 STI 변경안에 따른 CDF에 대한 민

감도 분석 결과는 표 37에 주어져 있다. 민감도 분석 결과는 총 CDF는 3 개월 

STI 기준인 STS의 경우 7.88E-06/RY, 6개월 기준인 ATS의 경우 8.08E-06/RY

로 현행 1개월 STI 기준인 CTS에 비해 각각 1.42% 와 3.99%의 CDF 증가로 나

타났다. 

CDF의 증가세는 과도 사건 그룹에 비해 LOCA 그룹의 CDF가 STI의 증가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TI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과도사

건 그룹에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 과도사건의 경우 STI의 

증가는 초기사건 발생 빈도의 감소로 CDF의 감소추세를 나타낸다. 하지만 

ATWS의 초기사건 빈도 계산시 RPS 고장수목에 기초하므로 STI의 증가시 계통 

이용 불능도의 증가로 인한 노심 손상 빈도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

타났다. ATWS 에 기인한 CDF의 경우 STS의 경우 1.42E-07 (11.8% 증가), 

ATS의 경우 1.73E-07 (36.2% 증가)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다른 초기사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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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S에 기인한 노심손상빈도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전체 노

심손상빈도에 미치는 향은 매우 적다. 

LOCA 그룹 내에서는 소형 LOCA와 SGTR에 기인한 CDF가 RPS/ESFAS의 

STI 증가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LOCA의 경우 CTS, STS, ATS에 대

해 각각 1.13E-06, 1.19E-06 (5.31%), 1.28E-06 (13.27%) 로 가장 민감하며, 

SGRT의 경우 각각 1.16E-06, 1.21E-06 (4.31%), 1.28E-06 (10.34%)로 나타났다. 

표준원전 (울진 3,4 호기) RPS/ESFAS의 STI 변경안에 따른 LERF에 대한 민감

도 분석 결과는 표 38에 주어져 있다. 민감도 분석 결과는 총 LERF는 3 개월 

STI 기준인 STS의 경우 1.31E-06/RY, 6개월 기준인 ATS의 경우 1.38E-06/RY

로 현행 1개월 STI 기준인 CTS에 비해 각각 4.05% 와 9.68%의 LERF 증가로 

나타났다. 

LERF의 증가세 역시 CD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도 사건 그룹 (경위 #8, 

#10)에 비해 LOCA 그룹 (사고 경위 #4) 및 격납건물 우회 모드 (사고 경위 #12)

의 LERF가 STI의 증가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 사건 그룹의 

LERF는 STS의 경우 증가가 없으며, ATS의 경우에 1% 미만의 증가를 나타낸

다. 격납건물 우회 모드의 경우 LERF의 증가세는 4.05%와 9.68%로 더욱 두드러

진다. 특히 격납 건물 우회모드의 경우 STI 의 증가에 따른 SGTR의 CD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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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표준원전 RPS/ESFAS STI 변경안에 대한 CDF 민감도 분석 결과

IE 그룹 IE
CDF (/RY)주1)

비고
CTS STS ATS

LOCA 그

룹

LLOCA 6.80E-07
6.85E-07 

(0.74%)

6.93E-07

(1.91%)

MLOCA 5.96E-07
6.01E-07

(0.84%)

6.08E-07

(2.01%)
주2)

SLOCA 1.13E-06
1.19E-06

(5.31%)

1.28E-06

(13.27%)

SGTR 1.16E-06
1.21E-06

(4.31%

1.28E-06

(10.34%)
주3)

ISLOCA 1.77E-09
1.77E-09

(0.00%)

1.77E-09

(0.00%)

RVR 2.66E-07
2.66E-07

(0.00%)

2.66E-07

(0.00%)

소계 3.84E-06
3.96E-06

(3.13%)

4.13E-06

(7.55%)

과도사건 

그룹

LSSB 1.72E-07
1.72E-07

(0.00%)

1.72E-07

(0.00%)

LOFW 3.91E-07
3.91E-07

(0.00%)

3.91E-07

(0.00%)

LOCV 1.80E-08
1.80E-08

(0.00%)

1.80E-08

(0.00%)

LOOP 2.21E-06
2.21E-06

(0.00%)

2.21E-06

(0.00%)
SBO 포함

LOCCW 5.57E-07
5.57E-07

(0.00%)

5.57E-07

(0.00%)

LOKV 4.07E-10
4.07E-10

(0.00%)

4.07E-10

(0.00%)

LODC 2.94E-07
2.94E-07

(0.00%)

2.94E-07

(0.00%)

GTRN 1.59E-07
1.43E-07

(-10.06%)

1.39E-07

(-12.58%)

ATWS 1.27E-07
1.42E-07

(11.81%)

1.73E-07

(36.22%)

소계 3.93E-06
3.93E-06

(0.00%)

3.95E-06

(0.51%)

Total CDF 7.77E-06
7.88E-06

(1.42%)

8.08E-06

(3.99%)

주1) CDF는 평균값으로 점추정치이며, ( )안은 CTS하의 CDF에 대한 증가율로서 백분율을 나타

냄

주2) ATWS 의 사고경위 중 PSV stuck open 은 MLOCA에 포함.

주3) ATWS 의 사고경위 중 consequential SGTR은 SGTR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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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울진 3,4 호기 RPS/ESFAS STI 변경안에 대한 LERF 민감도 분석 결과

LERF SEQ.
LERF (/RY) 주1)

비고
CTS STS ATS

LERF-SQ #4 1.09E-8 1.12E-08 (2.39%)
1.16E-08 (6.3

3%)

LERF-SQ #8 1.16E-8 1.16E-08 (0.09%)
1.17E-08 (0.8

6%)

LERF-SQ #10 7.17E-8 7.17E-08 (0.06%)
7.22E-08 (0.6

8%)

LERF-SQ #12 1.17E-6 1.22E-06 (4.02%)
1.29E-06 (9.9

1%)

Total LERF 1.26E-6 1.31E-06 (4.05%)
1.38E-06 (9.6

8%)

주1) LERF는 평균값으로 점추정치이며, ( )안은 CTS하의 LERF에 대한 증가율로서 백분율을 나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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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OT 변경안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현행 기술지침서와 표준 기술지침서의 AOT는 개념상 동일하다 하더라도 적

용되어지는 운전제한조건 (LCO)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개시 논리, 수동작동 채널, 원자로 정지 차단기와 같은 부품에 대해서 동일랙 2개 

채널의 고장에 대한 LCO는 현행 기술지침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분석에

서는 표준 기술지침서의 요건 채텍시 위험도 향 평가가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AOT는 표준 기술지침서를 기준으로 AOT 변경안을 채택하 다.

표 39는 표준원전에서 RPS에 대하여 표준 기술지침서의 AOT요건 적용시 위

험도 향 평가의 최종 결과를 나타낸다. 앞서 AOT 민감도 분석 방법론에서 언

급된 연장 가능한 최대 AOT와 NRC 승인 기준 역으로부터 AOT 위험도에 대

한 정보를 알 수 있다. AOT 위험도의 측도 - △CDF, △LERF, ICCDP 및 

ICLERF - 별 분석결과는 KAERI/TR-2166/2002 [장승철, 2002a]에서 상세히 기

술한다. NRC 승인 기준을 따라 표 39의 AOT 민감도 분석 결과로부터 얻게되는 

표준원전 RPS 의 AOT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 정지 차단기 (TCB)의 동일랙 2개 채널 고장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LCO에 대한 현행 AOT는 표준 기술지침서의 STI (3개월 기준)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AOT 위험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연

장 가능하다. 

○ RPS 개시회로의 동일랙 2개 채널 고장과 3개월 기준의 STI가 적용된 

상태에서의 TCB 1개 채널 고장에 대한 AOT의 연장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매우 보수적인 AOT 위험도 분석 수행 결과에 기

초하 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보수적 분석의 예를 들면, 

기술지침서 상에는 AOT가 ‘즉시’로 되어 있으나 위험도 분석시 이를 1

시간으로 가정한 점을 들 수 있다.

표 40은 표준원전에서 ESFAS에 대하여 표준 기술지침서의 AOT요건 적용시 

위험도 향 평가의 최종 결과를 나타낸다. 해석 방법은 앞서 언급한 RPS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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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며, ESFAS 관련 AOT 위험도 평가의 상세 결과들은 

KAERI/TR-2166/2002 [장승철, 2002a]로부터 참조하여야 한다. NRC 승인 기준을 

따라 표 40의 ESFAS AOT 민감도 분석 결과로부터 얻게되는 결론은 다음과 같

다.

○ ESFAS의 AOT가 RPS에 비해 발전소 위험도에 보다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시회로 동일랙 2개 채널 고장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LCO

에 대한 현행 AOT는 표준 기술지침서의 STI (3개월 기준) 적용 여부

에 관계없이 AOT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연장 가능하다. 

○ ESFAS 2개의 계측 채널 고장과 동일랙의 수동 작동 채널 2개 이용불

능 상태의 경우는 AOT의 연장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매우 보수적인 AOT 위험도 분석 수행 결과에 기초하 다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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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표준원전 RPS의 AOT 민감도 분석 결과 

LCO 

항목
STI*

표준 AOT 

(hr)

최대 AOT 

(hr)

NRC 승인

기준 역**
비고

RPBI-1 CTS 1 4378536 III

STS 1 7855 III

RPBI-2 CTS 1 56154 III

STS 1 6837 III

RPLM-1 CTS 48 ∞ III

STS 48 9319 III

RPLM-2 CTS 48 4380000 III

STS 48 9319 III

RPMW-1 CTS 1 ∞ III

STS 1 5840 III

RPMW-2 CTS 1 (즉시) 20895 III

STS 1 (즉시) 4496 III

RPIR-1 CTS 1 ∞ III

STS 1 5840 III

RPIR-2 CTS 1 (즉시) 1023 II
제한적 연장 

가능

STS 1 (즉시) 761 II
제한적 연장 

가능
RPTB-1 CTS 1 9925 III

STS 1 1977 II
제한적 연장 

가능
RPTB-2 CTS 1 (즉시) 1 I 변경 불가

STS 1 (즉시) 1 I 변경 불가

*) CTS (현행 기술지침서: 1개월 STI기준), STS (표준기술지침서: 3개월 STI기준)

**) △CDF 와 △LERF 에 대한 기준 통합 적용함. 기준은 RG 1.174로부터 인용: 역 I (no 

changes allowed), 역 II (small changes, track curmulative impacts), 역 III (very small 

changes, more flexsible with respect to baseline CDF, track curmulative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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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표준원전 ESFAS의 AOT 민감도 분석 결과

LCO 항목 STI*

표준 

AOT 

(hr)

최대 AOT 

(hr)

NRC 승인

기준 역**
비고

FSBI-1 CTS 1 27736 III

STS 1 5488 III

FSBI-2 CTS 1 1013 II
제한적 연장 

가능

STS 1 748 II
제한적 연장 

가능

FSLM-1 CTS 48 87600 III

STS 48 8423 III

FSLM-2 CTS 48 29200 III

STS 48 6952 III

FSMW-1 CTS 48 ∞ III

STS 48 9319 III

FSMW-2 CTS 48 887 II
제한적 연장 

가능

STS 48 573 II
제한적 연장 

가능

FSIR-1 CTS 48 438000 III

STS 48 9125 III

FSIR-2 CTS 48 48 I 변경 불가
STS 48 48 I 변경 불가

*) CTS (현행 기술지침서: 1개월 STI기준), STS (표준기술지침서: 3개월 STI기준)

**) △CDF 와 △LERF 에 대한 기준 통합 적용함. 기준은 RG 1.174로부터 인용: 역 I (no 

changes allowed), 역 II (small changes, track curmulative impacts), 역 III (very small 

changes, more flexsible with respect to baseline CDF, track curmulative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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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합 토의 및 결론 (최종 기술지침서 개선안)

기본적으로 표준 기술지침서 (STS)의 표준원전 RPS/ESFAS에 대한 현행 

운 기술지침서 (CTS)의 AOT/STI를 표준 기술지침서 (STS) 요건으로 변경시 

발전소 위험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이를 위해 위험도 측도 (계통 이용불

능도, 노심손상빈도, 및 초기 대량방사능 누출 빈도) 별로 PSA 모델들이 최신의 

설계 및 운전 자료를 반 하여 개발 또는 개정되었다. 이들 모델들을 바탕으로 

표준원전 RPS/ESFAS AOT/STI 위험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

된다.

○ 현행 RPS와 ESFAS의 정기점검 주기는 위험도 측면에서 현행 1개월 

기준에서 3개월 기준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준 기술

지침서의 정기점점 주기 적용 가능).

○ RPS/ESFAS 관련한 현행 기술 지침서에서 명시된 LCO (운전제한조건) 

기기 배열 상태들은 정상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기 배열 상태

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4 채널의 개시 회로 가운데 1개 채

널의 고장의 경우는 명시되어 있으나 2개의 동일랙 채널의 고장에 대해

서는 AOT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받을 명

시된 AOT 규정은 없다.

○ AOT 위험도 평가 결과 RPS의 경우 원자로 정지 차단기 (TCB)의 동

일랙 2개 채널의 이용불능 상태를 제외하고는 표준 기술지침서의 AOT 

(‘즉시’; 단, AOT 위험도 분석시 1시간으로 가정함)는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RPS의 논리 매트릭스에 대한 AOT (48시간)는 매우 보수

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AOT 위험도 평가 결과 ESFAS가 RPS에 비해 위험도에 보다 민감하

며, 개시회로 동일랙 2개 채널의 이용불능 상태를 제외하고는 표준 기

술지침서의 AOT (48시간)가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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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표준원전의 RPS/ESFAS에 대한 운전제한조건 및 정기점검 요건

으로 표준 기술지침서[USNRC, 1995e]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규정의 완성도 측

면, 효율적인 원전 운  측면 (운전원의 부담 경감, 원전 사업자의 경제성 측면, 

등등) 및 발전소 위험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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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치 드리프트 분석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본 과제의 과제 제안서(RFP)에는 ‘설정치 드리프트 분

석’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RPS/ESFAS 기술지침서 개선을 최종 목

표로 하고 있는 과제의 특성상 정기점검 주기(STI) 연장으로 인한 관련 전자 부

품들의 설정치 드리프트(drift)에 미치는 향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전자 부품에 대한 허용 설정치 (AV; allowable 

value) 결정을 위한 기존의 드리프트 분석 방법 (ISA-S67.04)에서 탈피하여 현장

에서의 설정치 드리프트 관리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분석 절차를 개발하 다. 그

리고, 광 3,4 호기 및 울진 3,4 호기를 대상으로 현장의 정기 점검 수행 결과 기

록지 ( 광의 경우 총 7주기 운전, 울진의 경우 약 2주기 정도의 운전 기간)를 수

집하여 DB화하 고 이를 바탕으로 설정치 드리프트 분석을 수행하 다. 제안된 

새로운 설정치 드리프트 분석 방법론과 표준원전의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적용 결

과는 KAERI/TR-2167/2002 [장승철, 200b]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가.  분석 방법론 개발  

설정치의 드리프트 현상은 전자부품 고유의 특성으로 RPS/ESFAS의 경우

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NRC는 RG1.105를 통하여 안전 관련 설정치의 결정시 

이러한 드리프트를 고려하여 발전소 공정 변수들이 허용 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NRC에서 채택한 방법론은 ISA-S67.04에서 제안

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하지만 ISA-S67.04는 전자 부품의 설정치 결정을 위한 방

법이며, 본 과제 및 발전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드리프트 분석은 관리를 위한 

분석 방법이다. 본 과제에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 부품의 설정치 드리프

트를 관리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6 단계의 분석 절차

를 제안하 다. 

○ 단계 1 : 이상치(outlier) 분석

○ 단계 2 : 정규성(normality) 검정

○ 단계 3 : 최대 드리프트(drift) 예상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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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4 : 추세(trend) 분석

○ 단계 5 : 관리도(control chart)를 통한 관리상태 파악 및 런 검정(run 

test)

○ 단계 6 : 공정능력(process capability) 분석

그림 25는 제안된 6단계의 관리를 위한 드리프트 분석 절차에 대한 내용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으로 제안된 분석 절차에 따라 개발된 SeDA(Setpoint Drift 

Analysis) 전산코드 ([장승철, 2002d])에 구현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된 드리프트 분석 절차는 일정 부분 (1-3단계)까지는 기존의 상용코드(IPHA, 

ICHMS)나 ISA-S67.04와 중첩되나 세부적인 항목별 분석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제안한 분석 절차의 특징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그래픽에 의한 통계적 해

석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 과정이 완전한 루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AERI/TR-2167/2002 [장승철, 2002b]를 참조하여야 

한다. 

특히, ICHMS는 울진 3,4 호기 계측제어부 전산과에서 전자부품 트리프트 관

리를 위해 최근(2001년) 개발되어 전 발전소에서 사용중인 코드로, ICHMS 개발 

단계에 본 과제에서 분석 방법론에 대한 기술 지원을 수행 한 바 있다.  

나.  광 3,4 및 울진 3 호기 설정치 드리프트 분석 결과 

표준원전 RPS/ESFAS 관련 전자 부품의 설정치 드리프트 분석을 위하여 

광 3,4 호기 및 울진 3 호기에서 수행한 각종 정기점검 결과 기록지로부터 설

정치의 교정전값(as-found)과 교정후값 (as-left)들을 수집하 다. 수집 기간은 울

진 3호기의 경우98년 8월부터 00년 5월까지, 광 3.4 호기의 경우 호기별 상업운

전 시작일 이후 99년 말까지이며, 울진 4호기의 경우 자료수집 당시 (2000년 초) 

운전 이력이 매우 짧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다. 수집된 자료를 DB화 하 고 

개발된 SeDA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각종 바이스테이블에 대한 설정치 드리프트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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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 자료의 분석 결과는 대체로 드리프트가 어떤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기 점검 결과 기록지의 교정전값과 교정후값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랜덤하지않은 자료로부터의 통계적 

분석 결과로서의 의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현장에서의 

교정전값에 대한 정확한 입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그림 28. 설정치 Drift 분석 및 관리를 위해 통계적 분석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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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제1단계 연구기획과 한차례의 수정기획(1999년)에 의거 요구된 RFP 연구

개발 목표와 내용에 충실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자체평

가를 내릴 수 있었다

◦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목표 달성도 100%)

신뢰도기반 기술지침서 최적화, 신뢰도기반 가동 중 시험, 정비규정, 가동 

중 정비에 관한 미국의 선행연구를 파악하고,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연구를 

충분히 수행하 다. 따라서, 본 과제 연구 결과를 최대한 이용하는 한수원의 광 

3, 4 호기 기술지침서 개정사업이 진행중이고, PSR의 경년열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비규정 개념을 능동형 기기에 적용하는 과제가 수행되는 부수적 연구 성과가 

있었다.

본 과제의 정비규정, 위험도 증가 허용 기준치 설정 연구는 KINS의 신뢰도 

기반 규제 지침 작성에 활용되었다.

◦기기 신뢰도 DB 기반구축 (목표 달성도 100%)

표준 원전인 광 3, 4 호기와 울진 3, 4 호기의 주요 24 계통의 고장이력 

및 시험 점검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PSA에 활용되는 기기 고유 신뢰도 DB를 구

축하고, 국내 모든 원전 정지 이력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정지이력 DB

를 구축하고, PSA에 활용되는 초기사건빈도를 계산하 다.

본 과제의 기기 신뢰도 DB  구축 방법 및 절차는 “고리1호기 기기 신뢰도 

DB 구축”과 한수원의 Work Control System인 PUMAS/N-II 개선에 활용되는 

부수적 연구성과가 있었다.

◦ 표준원전 보호계통 신뢰도 상세분석 (목표 달성도 100%)

표준 원전인 광 3, 4 호기와 울진 3, 4 호기의 보호계통(RPS) 및 공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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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작동 계통(ESFAS)의 고유 고장이력 및 시험 점검자료를 이용했고, 카

드 수준까지 내려가는 상세한 고장수목 모델링을 통하여 신뢰도를 계산하 다. 따

라서, 울진 3, 4 호기 운 허가시 받았던 규제기관 요구조건이 자연히 해결되었다.

설정치 Drift 분석 방법 연구는 울진 3, 4호기 “교정이력 및 드리프트 분석

용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는 부수적 연구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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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연구

목표 

달성도

(%)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기술 

개발 및 

시범 적용

- 신뢰도기반 

기술지침서 

최적화 

 

- 신뢰도기반 

가동 중 시험 

연구 

- 정비규정 

개발 

- 가동 중 정비 

연구 

. 안전주입탱크, 저압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 격납용기살수계통, 

비상디젤발전기의 허용정지시간을 

최적화함

. 기기 보수관련된 조직인자를 파악하여, 

조직인자의 PSA에 미치는 향 모델링  

. STI 최적화 방법 개발

. IST 대상 밸브 629개와 펌프 40개의 

중요도를 순위화하여 안전에 중요한 밸브 

178개, 펌프 28개를 도출함.

. 일부 첵크밸브와 모터구동밸브의 가동 중 

시험 주기 개선 도출함. 경제성 검토.

. 울진 3, 4 호기 전체 계통에 일반적인 

정비규정을 적용하고, 보조급수계통, 

주급수계통, 필수해수계통, 

비상디젤발전기, 기기냉각수계통에 

성능기준을 설정하는 등 상세 적용함.

. 정비규정, PSR, RCM, 수명연장 등을 

동시에 고려한 독자 모델 제시

. 정비규정 적용을 위한 비용/편익 항목을 

선정하고 비용평가함.

. 필수해수계통, 저압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 격납용기살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필수해수계통, 

비상디젤발전기의 가동 중 정비 가능 

규명함

. Risk Matrix 개발

. 비상디젤발전기 가동 중 정비시의 안전성 

평가

12

10

12

    

    

6

100

100

100

100

-기술보고서 5편 

작성

-RESS vol.65 no.3 

p229

-Nucelar 

Technology

 Vol.132 No.3

-기술 보고서 2편  

작성

-산업안전학회지 

vol.16 no.2 

-기술보고서 4편 

작성

-산업안전학회지 

vol.12 no.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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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연구

목표 

달성도

(%)

비고

∙기기 신뢰도 

DB 기반 구축

- 기기 신뢰도 

DB 프로그램 

개발 

  

- 광 3, 

4호기 및 

울진 3, 

4호기 기기 

신뢰도 자료 

DB화 

- 원전 정지 

이력 DB화 

. 신뢰도 DB 구조 100% 표준화를 

하 으며, 신뢰도 DB 수집 평가 

절차서도 개발.작성하 으며, 입력 및 

검색 표준 S/W도 개발함. 

. 통계분석 S/W 개발함.

. 광 3, 4호기 및 울진 3, 4호기 안전 계통 

20개의 이상의  보수/고장 이력을 100% 

수집,분석및 DB 화하여 신뢰도 자료를 

DB화 하 음.

. 2회에 걸친 PSA 및 신뢰도 DB 구축 

Workshop 개최

. 국내 전 원전의 정지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원인별로 분류하여 원전 정지 

이력을 DB화 하 음.

10

20

5

100

100

100

- 기술보고서 

2편 작성 

-KIND 구축

-기술보고서 

작성

-NGRDS(등록N

o.2000-01-25-3

236)

-1, 2차 PSA 

및 신뢰도 DB 

Workshop 

개최

-원전 정지이력 

DB (등록No. 

2001-01-12-8

229)

- 기술보고서 

2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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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전 

보호계통 신뢰도 

상세 분석

- 상세 모델 개발

- 고유신뢰도 자료 

수집 

- 통계적 처리 

분석 기법 연구

. 통계처리 기법 

및 설정치 Drift 

향분석 

방법론 연구

- 보호계통 

기술지침서 최적화

. 발전소 

보호계통의 

정기점검 요건 

완화  

. 보호계통 동적 

신뢰도 분석

. 정지변수별(수동포함 12개) 원자로 

보호계통과 6개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신호에 대해 발전소 고유의 상세 

고장수목 개발함. 추가적으로 다중 

보호 계통에 대한 고장수목도 개발함.

. 일반 신뢰도 자료 (20여종) 및 국내 

표준원전 RPS/ESFAS 관련 I&C부품의 

고유 신뢰도 DB를 개발함 ( 광 3, 

4호기 및 울진 3, 4호기를 대상으로 

각각 ‘95~’99.12, ‘98~’00.5 기간의 

수집된 TR로부터 개발). 또한 설정치 

드리프트 분석을 위해 동기간의 

RPS/ESFAS 정기점검 자료를 

수집하여 DB화함. 

. BURD (Bayesian Update for Reliability 

Data) 전산코드 개발하여 고유 신뢰도 

DB 분석시 사용함. 설정치 Drift 향 

분석을 위한 통계적 분석 절차를 

기존의 3단계에서 6단계로 확장/개발. 

분석 도구로 SeDA (Setpoint Drift 

Analyser) 전산코드 개발 완료.

 

. 발전소 보호계통의 정기점검주기 

변경시 위험도 향 평가를 위한 

민감도분석 수행. 분석결과는 한수원

(주)이 인허가에 활용중임.

. Markov 모형을 이용한 시험 

주기최적화 방법론 연구를 병행함.

13

4

4

4

100

100

100

100

-기술보고

서 2편 

작성

-울진 3.4 

운 허가

조건 충족

-위탁보고

서

-RPEE(등

록No.2000

-01-12-41

82)

-BURD 

(등록No. 

01-01-12-

5517)

- SeDA 

등록

-기술보고

서 작성

-기술보고

서 작성

- 한수원 

과제에서 

활용

총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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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외 기여도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연구한 ‘신뢰도 기반 

기술지침서 최적화’,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 연구’, ‘정비규정 개발’, ‘가동 중 

정비 연구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원전 규제 및 응용’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즉, 기술지침서 최적화 연구 결과가 한수원의 “한국 표준

형 원전의 AOT/STI 요건완화 연구” (2001/12-2004/12) 과제에 활용되고 있으며,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 연구에서의 MOV 중요도 연구는 KINS의 MOV 

Periodic Verification 정책 수립에 참조가 되고 있으며, 정비규정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정비규정 적용 방안에 따라 월성 1호기 PSR (주기적 안전성 점검)의 경년열

화 대책의 일환으로 능동형기기는 정비규정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기기 신뢰도 DB 기반 구축은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기기 신뢰도 DB로서 

의의가 있다. 즉,  원전 고유 기기 신뢰도 DB 구비로 비로서 정확한 ‘위험도 정보

를 이용한 원전 규제 및 응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개발한 표준원전 기기 

신뢰도 DB Frame (= DB 구조, 절차서, 소프트웨어, 등)은 고리1발 신뢰도 DB 

구축시와  PUMAS/N-II 개선 방안 도출시 활용되었다. 한편, 국내 고유 정지 이

력 DB도 구축하 는데, 정지 이력 분석 결과를 KOPEC의 후속 원전 설계시 활용

하도록 제공하 다. 

표준원전 RPS/ESFAS의 신뢰도 상세 분석을 수행하여 규제기관이 울진 3, 

4 호기 운 허가시 요구한 사항을 충족시켰으며, 더 나아가 한수원의 “한국 표준

형 원전의 AOT/STI 요건완화 연구” (2001/12-2004/12) 과제의 RPS/ESFAS 

AOT/STI 요건완화 연구에도 활용되고 있다. 개발한 설정치 Drift 분석 방법은 

울진 3, 4호기 “교정이력 및 드리프트 분석용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었다.

그 밖에 원전 현장 세미나를 5회, PSA 및 신뢰도 DB Workshop을 2회 개

최하 고, 2001년에만 국내 PSA 및 RIR&A 교육에 강사진만 32 men-day를 투여

하 으며, 루마니아, 파키스탄, 베트남 등의 외국 훈련생도 평균 3달씩 9명을 교육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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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건의 기술실시 계약을 맺어, 국내에 PSA 기술이전도 하 다. 예를 

들면, 울진 3, 4 위험도 모니터 모델을 제공하고 맺은 KINS와의 기술 실시, 울진 

3, 4 PSA Update 모델을 제공하고 맺은 KEPRI와의 기술 실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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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o 기술지침서 최적화 연구 및 표준원전 RPS/ESFAS 신뢰도 상세 분석

본 연구 결과가 한수원의 “한국 표준형 원전의 AOT/STI 요건완화 연구” 

(2001/12-2004/12) 과제에 활용되고 있다. RPS/ESFAS 및 LPSI 등 여러 안전 계

통의 AOT/STI 최적화에 적용 중이다.

o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 연구

국내에서는 MOV의 Periodic Verification을 위한 MOV 중요도 분류시 활용

될 예정이다. KEPRI의 계획에 의하면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도 수년내에 국

내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그때에는 신뢰도 기반 가동 중 시험에 관한 본 연구 결

과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정비규정 적용 연구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국내 정비규정 적용 방안에 따라 월성 1호기 

PSR (주기적 안전성 점검)의 경년 열화 대책의 일환으로 능동형 기기는 정비규정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타 원전 PSR에서도 정비규정 개념 적용이 활발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RIR&A의 도입이 활발해 질수록 정비규정 개념의 적용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o 표준 원전 기기 신뢰도 DB 

표준 원전 기기 신뢰도 DB 체제는 고리 1발 신뢰도 DB 구축 시와  

PUMAS/N-II 개선 방안 도출 시에 활용되었으며, 향후, 타 원전에서도 PSR이나 

PSA 수행 시 표준 기기 신뢰도 DB 구축에 활용될 것이다. 또한, 울진 3, 4 기기 

신뢰도 DB는 KEPRI의 신뢰도 기반 가동 중 검사 과제에서 고유 신뢰도 DB로 

활용될 예정이다.

o 국내 고유 정지 이력 분석 결과

국내 고유 정지 이력 분석 결과를 KOPEC의 후속 원전 설계시 활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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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 으며, 향후 국내에서도 연구할  Precursor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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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현재, RIR&A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킴으로

써 원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

내에서도 근래에 들어 전력 구조 개편 등으로 인하여 원전의 경쟁력 향상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RIR&A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반 하여 2001년도에 수립된 제2차 원자력 진흥종합

계획에서도 2006년까지 성능 기준 및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 제도의 도입과, 

PSA기술의 고도화 및 종합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RIR&A 관련 상황을 살펴보면, RIR&A의 가장 기반이 되는 

PSA 기술은 울진 1, 2호기를 제외한 국내 모든 원전의 PSA가 수행되었거나 수

행 중에 있음으로 많은 PSA 수행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통하여 PSA 수행 기술 

자체는 국내에 많이 정착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RIR&A를 국내에 

도입하기에는 RIR&A 수행 기술 및 국내 고유 신뢰도 DB의 구축 등 관련 여건

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국내에 RIR&A를 도입, 정착하는 데 

기반이 되는 필수 요소 기술과 수행 도구 및 관련 DB를 개발하 다. 

본 과제는 연구 분야를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기술 개발, 신뢰도 DB 

기반 구축, 표준원전 RPS/ESFAS 신뢰도 상세 분석 등 크게 3개 세부 분야로 나

누어 연구를 진행하 다. 본 과제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울

진 3, 4 호기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하 다. 즉, 주요 안전 계통의 AOT를 증가

시키는 신뢰도기반 기술지침서 최적화 기술, 주요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신뢰도기

반 가동 중 시험 방안, 주요 안전 계통의 가동 중 정비 가능성 평가 및 성능 평가

를 위한 정비규정 개발 등이 본 세부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둘째로는 국내 고유 신뢰도 DB의 기반을 구축하 다. 즉, 기기 신뢰도 DB 

S/W 및 수집, 분석 절차서 작성 등 DB 구축을 위한 기본 체제를 개발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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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체제에 따라 광 3, 4호기 및 울진 3, 4호기의 기기 신뢰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DB화를 수행하 다. 아울러 국내 모든 원전의 정지 이력도 수집, 분석 

및 DB화를 하여 향후 PSA의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셋째로는 표준원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신뢰도를 상세히 분석하고, 기술지침

서의 표준 원전 보호 계통 시험 주기(Surveillance Test Interval: STI) 및 허용 

정지 시간 (Allowed Outage Time: AOT) 연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이의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표준

원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신뢰도 상세 분석을 위해서 광 3, 4 호기 및 울진 3, 4 

호기 계측기기의 고유신뢰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DB를 구축하 으며, 또한, 

추후의 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계측기의 Drift 분석 도구 및 방법론도 정립을 하

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RIR&A용 자료 분석 Software인 BURD, SeDA, 

KIND-InfoView, KIND-CompRel, RPEE 등 다양한 Software도 많이 개발되었다. 

또한, 본 과제는 단순한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의 현장 활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 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본 과제의 연구 결과물이 산업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 본 과제는 연구 결과의 현장 활용성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

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요소기술 개발의 

‘기술지침서 최적화’와 ‘표준원전 RPS/ESFAS 신뢰도 상세 분석’ 연구 결과가 한

수원의 “한국 표준형 원전의 AOT/STI 요건완화 연구” (2001/12-2004/12) 과제에

서 활용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신뢰도 기반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과제는 위험도(신뢰도)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 

과제로서,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연구 결과들은 향후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

성 향상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내 원자력계가 추후 RIR&A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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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국내에서 향후 RIR&A 체제로 완전히 진입

하기 위하여서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파악이 되었으며, 이와 같

은 부분은 향후 연구 계획 및 규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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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필요한 요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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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지시간 최적화, 정기점검주기 최적화 방법,  IST 밸브, 펌프 중요도 

선정, 가동중 정비 가능 계통 선정, Risk Matrix, 정비규정)을 개발하 다.

둘째, 국내 원전 고유 신뢰도 DB 체제인 KIND (Korea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Reliability 

Data)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광 3,4 및 울진 3,4 호기 기기 신뢰도 자료를 DB화 하 다.  전호기 

원전 정지 이력 DB도 구축/분석 하 다. 

셋째, 표준원전 RPS/ESFAS 계통의 신뢰도 상세 분석을 수행하 으며,  이들 계통의 정기점검

주기/허용정지시간 최적화를 위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설정치 Drift 향 분석을 위한 통계적 

분석 절차도 개발하 고, 필요한 전산코드를 개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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