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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외국에서 위험도 정보의 활용/규제 등을 통하여 원전에 대한 불필요 규

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발전소 운 경비의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전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량화 엔진과 연동되어 발전소의 기기 배열 정보

와 환경 정보를 이용하여 정량화를 수행시키며 결과를 출력 및 관리하는 전

산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진 3,4 호기 전 출력 안전성 감시 시스템(DynaRM)을 개발

하기 위하여 울진 3,4호기 인허가용 PSA 모델을 상업 운전이후에 변경된 주

요 변경사항까지 반 한 리스크 모니터용 PSA 모델로 변경하 다. 

또한 현 시점에서의 발전소 배열 변경에 따른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여 

출력하는 위험도 감시 모듈과 정비 계획 수립 시에 예상 위험도 허용 범위 

내에서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비 계획 스케줄링 모듈을 개발하 다.

DynaRM은 국내 사고 관리 이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 도구로서, 국내 

표준 원전인 울진 3, 4호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미 울진 제 2발전소 

현장에서 시연을 거쳐 시범 이용중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위험도 감시 및 정

비계획 수립에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울진 3, 4호기의 모델만 개발되어 

있지만, 개발 단계에서 범용적으로 타 발전소에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손쉽게 타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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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cently, NPPs have reduced costs and optimized resources by relaxing 

the unnecessary regulatory burden with risk-informed  

application/regulation.

To do this, the development of computerized risk monitoring system is 

essential which can submit plant configuration information (such as basic 

event of inoperable equipments and environmental variables) to a 

quantification engine and can display and manage the risk result 

calculated from risk quantification process.

In order to develop UCN 3, 4 full power risk monitoring system PSA 

model for risk monitor should be developed with reflecting the changes of 

plant configuration from the beginning of  plant operation. 

As a risk monitor system, two main modules have been developed to 

monitor the current risk of the plant and to assist the maintenance 

schedule decision making. 

We have developed the DynaRM for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and it is currently using at Ulchin 3, 4 NPPs. At this time, only 

UCN 3, 4 model is developed and applied, but the adaptation for the other 

NPPs is also easy with a little modification since DynaRM was developed 

by considering it to be used in the other NPPs. Moreover, we also expect 

DynaRM will be a good advisory tool for the plant risk monitoring and 

maintenance sched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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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원전의 선진국들은 원전에 대한 PSA 수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

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규제기관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PSA 수행결과를 이용한 위험도 정보 규제/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Living PSA의 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Living PSA의 한가지 사례로서 리스크 모니터를 

들 수가 있는데, 리스크 모니터는 발전소 계통과 기기들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발전소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도구라 할 수 있다. 이 리스크 모니터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 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서 발전소 

운전원 및 규제자에 의해서 사용되기 위한 위험도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최초의 

리스크 모니터가 1988년도 국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로, 범 세계적

으로 여러 가지의 리스크 모니터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위험도 정보 규제/활용을 통하여 원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요건을 완

화함으로써 발전소 운 에 소요되는 경비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원

전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미 NRC는 불필요한 규제요건을 완화하

는 대신 원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규제지침서(RG. 1.177) 및 정비규정

(10CFR50.65)에서 배열 위험도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

스크 모니터, 즉 위험도 감시 시스템이 적용이 필수적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EOOS (Equipment Out Of Service) Monitor, Safety 

Monitor, ORAM-Sentinal 과 같은 위험도 감시 전산 시스템이 원전에 설치되어 사

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위험도 감시 전산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을 목적

으로 연구소와 산업계에서 위험도 감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 원자

력 연구소에서는 정부 주도 연구 과제로 위험도 전산 감시 시스템인 DynaRM을 개

발하 으며, 한국전력기술에서는 한전의 기술고도화 과제로 고리 3,4 호기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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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전산 시스템을 개발 및 운 하고자 RIMS(Risk Monitoring System 가칭)을 

개발하고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정부 주도 연구 과제인 위험도 전산 감시 시스템 (DynaRM)을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상세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울진 3,4호기 위험도 감시 시스템의 개발

- 국내 표준 원전을 기준으로 한 위험도 감시 시스템의 개발 및 현장 적용

• 울진 3,4호기 리스크 모니터용 PSA 모델 개발

- 울진 3,4 호기 PSA 모델을 상업 운전이후에 변경된 주요 변경사항 반

    하여 업데이트 수행

- 울진 3,4 호기 PSA 모델을 리스크 모니터용으로 변환 (One-Top 모델)

• 실시간 위험도 감시기 개발

- 배열 변경에 따른 실시간 위험도 계산 감시 시스템 모듈 개발

- 이용불능기기, 대체운전기기 및 환경변수 등의 배열 변경 모듈 개발

- 계통 P&ID에서 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Hotspot P&ID 모델개발

- 리스크 프로파일 제공

- 다양한 리포팅 도구 제공

• 정비 계획 스케줄러 개발

- 정비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정비 계획 스케줄러 개발

- 계산 시간 단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 울진 제 2 발전소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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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내용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기술하 는데,

2장은 리스크 모니터 소개에 대한 절로서 리스크 모니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

념과 활용방안 그리고 국내외 관련 연구 및 개발 그리고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 내

용을 기술하 으며,

3장은 데이터베이스 개념 및 구축기법으로 DynaRM의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

으로 구성하여야 할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및 관련 질의어에 대하여 기술하 고,

4장은 전 출력 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즉 DynaRM용으로 개발한 울진 3,4 호

기 PSA 모델 업데이트 및 One-Top 모델로의 변환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 고,

5장은 전 출력 안전성 감시 시스템인 DynaRM의 개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실시간 위험도 감시 모듈과 정비 계획 스케줄러 그리고 정량화 절차 및 우선순위 

결정 등에 대하여 기술하 다. 

6장은 Kopec과의 공동 연구 결과로서, 발전소 Tagging 시스템으로부터 기기 

배열 변경 자료를 추출하여 이용불능기기에 등록하는 Tagging 시스템에 대하여 간

략히 기술하 고 

7장에서 현장 설치 및 기능 검증에 대하여 기술하 으며,

8장에서 본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결론을 기술하 으며,

9장은 연구 개발에 있어서 참고했던 각종 참고 문헌에 대하여 기술하 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부록을 수록하 는데,

부록1은 DyanRM의 사용자 매뉴얼을 기술하 고,

부록2는 DynaRM을 구성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스키마)를 정리하 으며,

부록3은 기기와 기본사건과의 매핑 테이블의 일부를 IAS에 대하여 정리하 고,

부록4는 기기 선택시에 Hotspot 구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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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리스크모니터 개발 현황

제1절 리스크 모니터의 정의

리스크모니터는 원전의 기기 운  상태 (= 기기 배열) 변경에 따른 원전의  안

전성 (또는 위험도)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정비에 의해 어떤 펌프, 밸

브 등이 이용 불가능하면   그만큼 원전의  위험도는 증가하게되는데 얼마만큼 위

험도가 증가하는지 보여 주는 시스템이 리스크 모니터이다.  

리스크 모니터의 정의:  

리스크 모니터는 발전소 시스템과 계통/기기 등의 실제 배열 변경에 따라 위험

도를 결정하여 분석하기 위한 발전소 고유의 실시간 분석도구이다.  리스크 모니터

는 다양한 시스템과 기기들의 상태가 변경되는, 특정 기기가 보수 혹은 고장으로 

인하여 이용 불능한 상태가 되는 것과 같은, 발전소 배열의 변경을 즉석에서 반

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리스크 모니터를 개발하는 주된 이유는 안정된 발전소 운 을 위한 위험도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PSA 도구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리스크 모니

터는 위험도 정보를 이용하여 발전소 위험도가 높은 기간을 피하여 보수/정비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케줄링 기능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리스크 모니

터는 어떠한 기기의 보수가 특정 정비 이전에 완료되어 In-service 되어야 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기가 보수 정비 중에 가장 먼저 보수되어

야 되는 중요기기인지에 대한 기기 중요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즉 리스크 모

니터는 발전소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도구이며, 또한 발전소 운 에 융통성을 제공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모니터는 발전소 운전 지원을 위한 발전소 직원들에 의하

여 사용되어지며, 규제 기관 담당자에 의해서 발전소 안전도 판단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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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활용방안

리스크 모니터는 실시간 안전성 감시, 기기배열관리, 운전중 정비 스케줄링, 

TS 최적화 및 설계 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자세한 활용 분

야는 다음과 같다.

• 실시간 안전성 감시

발전소 배열 변경에 따른 발전소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감시 할 수 있다. 현 시

점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배열에 의하여 어떻게 위험도가 변하는지를 감시

할 수 있으며, 특정 기기의 이용 불능 상태로 인한 위험도 변화를 미리 시험하여 

볼 수 있으므로, 고장이 아닌 보수로 인한 기기 이용 불능 상태의 결정, 즉 보수 시

점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정비 계획 스케줄링 의사 결정 지원

발전소 정비 계획 수립 시에 리스크 모니터를 이용하므로 써, 안전 범위 내에

서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스크 모니터를 이용하면, 특정 기간 

내에 위험도가 편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안전 범위 내에서 적절한 정비 계

획  수립을 꾀할 수 있다.

• 운전중 정비

위험도 정비를 이용한 운전중 정비( Risk Informed On-Line Maintenance)에 

이용될 수 있는데 재 장전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원전의 재장

전 기간이 40일 정도에서 15정도로 단축되었는데, 단축 가능 요인중의 하나가 운전

중 정비의 실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중 정비의 지원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동

중 원전의 위험도 상승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유발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허용 기준 

내에서 위험도 감시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리스크 모니터를 이용하므로 써 해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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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기술개발 현황

원전 실시간 안전성 감시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은 국외에선 90년대 초반부터 

개발되어 사용하기 시작하 으며, Safety Monitor, EOOS, ORAM/SENTIEL의 3가

지 리스크 모니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Shepherd, 2002]. 

• Safety Monitor : Safety Monitor는 美 Scientech에 의해 개발되어서, 현재 

29개 발전소 및 US NRC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현재 사용자 그룹

의 피드백을 거처 계속 수정 및 보완되어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 Equipment Out Of Service (EOOS) : EOOS는 EPRI/ SAIC에 의해 개발되

어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계속하여 버전업되고 있는 중이다. EOOS는 Cut-set관

련된 세 가지 사용 옵션을 제공하는데, 첫째, Cut-set 재생성 둘째,  기존 Cut-set 

사용 그리고 셋째, 앞의 두 방법의 혼합형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ORAM/SENTINEL : Outag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RAM) 

and SENTINEL은 ERIN에서 개발된 리스크 모니터 소프트웨어로, ORAM은 

Shutdown 위험도 관리를 위해 사용되며, 현재 미국의 38개 발전소에서 사용 중에 

있다. 또한 SENTINEL은 ORAM을 power 위험도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확

장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다.

위와 같이 발전소에서 범용 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리스크 모니터 이외에도,  

각 국가 및 기관/발전소 별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ESSM : ESSM(Essential Systems Status Monitor) 은 국의 Isograph에 

의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서, 엄격한 V&V를 거처 현재 국 규제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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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로서, 하나의 고장 수목을 이용하여 발전소의 각종 배열 

변경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 LINKITT : LINKITT 은 Tonress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스크 모니

터 소프트웨어로서,  윈도우 환경 하에서 작동하며, cut-set 최소화를 위해 사용되

고 있으며, 엄격한 V&V를 거쳐 국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이

다.

• MARE : MARE는 스페인의 엔지니어링 회사인 EEAA에 의해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서 PSA모델을 정량화 하기 위해 RISK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 Risk Supervisor : Risk Supervisor는 Paks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개발된 소

프트웨어로서 Risk Spectrum을 사용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수월한 것이 특징이

며, 현재 윈도우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중에 있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리스크 모니터는 개발  단계를  지나  발전소에  적극적으

로  도입  사용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정비규정(MR : 

Maintenance Rule) 도입이후 리스크 모니터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외에 

국, 독일,  일본,  대만  등의 발전소에서도  사용  중에 있다.

2.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서 실시간 안전성 감시 시스템이라 함은 원자력 연구소(KAERI)를 시초

로 하여 연구 및 개발되어 왔으면 근래에는 한국 전력 기술에서도 자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EPSI : PEPSI는 KAERI에서 1990년도에 개발된 국내 최초의 리스크 모

니터인데, 발전소의 실제 적용보다는 국내 최초로 안전성 감시라는 개념의 제안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이다 [Jangsc,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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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Monster : Risk Monster는 KAERI에서 개발한 리스크 모니터로서 

PEPSI를 만들었던 기술을 바탕으로  EOOS 기능을  모델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이

다. Risk Monster는 SAIC의 고장수목을 다루는 API 함수를 사용하여 개발하 기 

때문에 실제 국내 원전에서 활용할 때에는 라이선스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서, 2001년부터 새롭게 설계 및 프로그램을 하여 DynaRM이란 이름으로 개발하

다 [김길유, 1997]. 

• DynaRM :  DynaRM은 KAERI에서 Risk Monster를 국내 원전 활용시 문

제가 될 수 있는 라이센스 문제 및 국내 원전 환경 맞춰 새롭게 개발한 소프트웨어

로, 울진 3, 4호기에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어 현재 울진 제 2발전소에서 사용 중에 

있다. 따라서 DynaRM은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최초의 실시간 안전성 감시 시스

템이라 할 수 있다. [김승환, 2002].

• RIMS : RIMS는 한전 기술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리 3,4  호기용으

로 사용되기 위하여 한국전력기술(KOPEC)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서 2003년도 완성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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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데이터베이스 개념 및 구축기법

 본 장은 위험도 감시 전산시스템(DynaRM)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

터 파일들의 내용과 구조를 설명한다.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파일의 자체 설계와 

위험도 감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위험도

감시 전산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CCESS 2000에 의해 작성된 다음과 같이 

DynaRM.mdb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갖는다.

DynaRM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각의 다음의 테이블들을 갖는데, 각 테이블들은 

성격 및 용도에 따라 위험도감시, 정비 계획 스케줄링, 환경설정 등의 용도별로 구

분할 수 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형태로 존재하는 테이블들은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Table]

• Eq_Be : 각 기기별 기본사건에 대하여 정의한 테이블

• Eq_OOS : 고장/정비 등의 이유로 현재 이용불능한 기기의 정보를 가진 

테이블

• Eq_OOS_HotSpot : 이용 불능 기기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P&ID 도

면에서 Hotspot 으로 선택한 기기 정보를 가진 테이블

• 교체운전기기 : 교체 운전 기기의 목록과 각 기기의 상태 정보를 가진 

테이블

• 보수운전순위 : 현재 OOS 되어 있는 기기 중들의 보수 우선순위를 계산하

여 저장한 테이블

• 환경변수 : 발전소의 각종 환경 변수들과 그 변수 값을 저장한 테이블

• 환경설정 : DynaRM의 수행 환경을 저장한 테이블

• CDF 계산 결과 : CDF 정량화 수행 결과를 저장한 테이블

• Sched_OOS : 정비계획 스케줄러에서 각 시점별로 CDF를 계산할 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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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한 시점의 이용 불능한 기기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 테이블(해

당 시점이 계산 완료되면 자동으로 레코드 삭제가 이뤄진다.)

• Sched_LIST : 정비 계획(Task)의 시작 시점과 종료시점을 저장한 테이블

• Sched_TaskInfo : 정비 계획 업무의 상세 내용 (해당 기기들, 기기종류들 

등)을 저장한 테이블

• Sched_CDF계산결과 : 정비 계획 스케줄러에서 CDF 정량화 수행 결과를 저

장한 테이블

• Sched_CDF계산정보 : 정비 계획 스케줄러에서 정량화 수행결과에 대

한 시점 및 계산 유형 등을 저장한 테이블 ( 계산정보 + 계산결과 테

이블에서 수행시간 줄이기를 위한 로직을 구현하 음)

     

또한, 위에 정의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하여 SQL 질의어 형식으로 정의되는 퀴

리가 있다. 쿼리는 테이블과 같은 객체로 구분될 수 있으나, 테이블처럼 실제 데이

터를 저장한 객체가 아니고,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행과 열을 기준으로 동적으

로 결과를 반환하도록 설계된 SQL 질의어에 의해서 수행되어질 때마다 결과를 반

환하는 동적 객체이다. 퀴리에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퀴리에 정의된 

질의어의 테이블의 결과의 변화에 종속되어 반환되는 결과도 다르다, 즉 테이블에 

저장된 레코드 데이터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혹은 수정되는 것에 따라서 퀴리 

결과도 다르게 반환되는 것이다. 다음은 DynaRM.mdb에서 구현하여 사용하는 퀴리

들을 정리한 것이다.

[퀴리]

• vw교체운전CCW : [교체운전기기] 테이블에서 계통(CCW)만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 vw교체운전CVCS : [교체운전기기] 테이블에서 계통(CVCS)만 추출하기  위

한 질의 테이블

• vw교체운전ECW : [교체운전기기] 테이블에서 계통(ECW)만 추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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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테이블

• vw교체운전ESW : [교체운전기기] 테이블에서 계통(ESW)만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 vw교체운전IA : [교체운전기기] 테이블에서 계통(IA)만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 vw교체운전PCW : [교체운전기기] 테이블에서 계통(PCW)만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 vw교체운전TBCCW : [교체운전기기] 테이블에서 계통(TBCCW)만 추출하

기 위한 질의 테이블

• vw교체운전TBOCW : [교체운전기기] 테이블에서 계통(TBOCW)만 추출하

기 위한 질의 테이블

• vwCurrentCDF : 현시점의 CDF를 가져오기 위한 퀴리로 CDF계산결과로부

터 가져온 질의

• vwOOSRrw : [보수우선순위] 와 [OosItem] 으로 부터 현재 이용불능인 기

기의 RRW(Risk Reduction Worth)를 가져오기 위한 질의 테이블

• vwTrain : [EQ_BE] 테이블로부터 Train 정보만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 vwSystem : [EQ_BE] 테이블로부터 System 정보만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 vwOosItem : [Eq_Oos] 테이블로부터 이용 불능 자료 기기 전체 (시스템,  

트레인, 기기)를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NULL 레코드 제외)

• vwOosBeComp : [Eq_OOS] 테이블로부터 이용불능 기기 및 관련 기본 사건

(Basic Event)을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NULL 레코드 제외)

• vwOosBeSystem : [Eq_OOS] 테이블로부터 이용불능 시스템 및 관련 기본 

사건(Basic Event)을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NULL 레코드 제외)

• vwOosBeTrain : [Eq_OOS] 테이블로부터 이용불능 트레인 및 관련 기본  

사건(Basic Event)을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NULL 레코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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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wSched_All : [Sched_LIST]중 전체 Task를 Out Of Service 와 Back In 

Service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정렬하여 추출한 질의 테이블

• vwSched_Bis : [Sched_LIST]중 각 Task별로 Back In Service 가 시작되는 

Task 시점만 일자별로 정렬하여 추출한 질의 테이블

• vwSched_Oos : [Sched_LIST]중 각 Task별로 Out Of Service 가 시작되는 

Task 시점만 일자별로 정렬하여 추출한 질의 테이블

• vwSched_CDF4LastTaskID : [Sched_CDF계산결과] 테이블로부터 가장   

최근에 계산된 결과 세트를 추출한 질의 테이블 

• vwSched_OosBeComp : [Sched_OOS] 테이블로부터 이용불능 기기 및 관련 

Basic Event를 추출하기 위한 질의 테이블 

     위의 각 테이블 및 퀴리들은 위험도 감시 전산시스템의 각 기능에 사용

된다. 위험도 감시 전산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테이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

데, 현 시점의 노심 손상 빈도를 구하기 위한 위험도 감시 모듈에서는 “EQ_BE 테

이블”, “EQ_OOS 테이블” 등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며,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스

케줄러 모듈에서는 “Sched_List”, “Sched_TaskInfo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

통으로 사용되는 필수 테이블로는 “환경변수 테이블”, “교체운전기기 테이블”, “기

기운전모드 테이블” 들이 사용되며, 나머지 테이블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사용된

다. 물론 이러한 테이블들은 DynaRM에서 직접 호출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퀴

리 질의어 가상 테이블을 통하여 호출될 수도 있다. 

다음 그림1은 위험도 감시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수행시 사용되는 

DynaRm.mdb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퀴리 질의어와 DynaRM과의 전체적인 정보

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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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ynaRM과 데이터베이스간의 연결 흐름도

DynaRM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데이터 테이블과 쿼리 질의어 정의에 대하여

는 부록2에 수록하 다.



- 14 -

제4장 전 출력 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개발

제1절 실시간 전 출력 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 개발 (울진3,4호기 대상) 

울진 3,4 호기의 위험도 감시 전산 시스템인 DynaRM의 개발을 위해서는 울진 

3,4 호기 전 출력 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울진 3,4호기 

리스크 모니터용 PSA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울진 3,4호기 설계 변경 사항 등을 반

한 FT 업데이트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울진 3,4호기 실시간 전 출력 종합 안전성 평가 모델은 다

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 울진3,4호기 전 출력 안전성 감시 시스템 모델 보완 및 완성

울진 3,4호기 리스크 모니터용 PSA 모델(As-Operated)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울진 3,4호기 설계변경사항(약 850여건)의 검토를 통하여 PSA 모델 Update 수행하

다.

또한 PSA 모델 내부의 교체 운전 기기에 대한 운전 배열 관리 모형 추가 

(CVCS 펌프, CCWS 펌프, ESWS 펌프, ECWS 펌프 및 냉각기, IAS 건조기 및 압

축기,  TBCCWS 펌프, TBOCWS 펌프, 등등) 하 으며, 외생 환경변수들의 향 

반  (기상조건, 해양생물, 계절적 요인, 등) 하 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울진 3,4호기 실시간 위험도 감시용 PSA 모델 개발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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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 원전 고유 신뢰도 자료 사용 

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 운전 경험 자료 반  (KIND (Korean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Reliability Data) 활용) 하 으며, 자체 개발한 

BURD (Baysian Update for Reliability Data)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베이지안 통계 

처리 수행하 다.

3. 초기사건 향 모델 개발 (IE Impact 모델) 

초기사건빈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복 설계된 기기 및 계통들의 인과관계

를 규명하고, 이들 기기 또는 계통들의 OOS (out-of-service) 향을 자동으로 평

가/반 하는 새로운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 는데, 이는 아직 국내외 안전성 감시 모

델 개발 사례에서 아직 구현된 바 없는 신 기법으로, 초기사건 특성상 주로 BOP 

계통들을 모델링 대상으로 하 다.

4. PSA 모델의 정 성 제고

기존 PSA 모형에서 사용된 가정사항들의 일반화 (예를 들면, LOCA 파단 부

위, SG 세관 파단 부위, 연료 주기, 교체운전 기기, 등에 적용된 가정사항의 일반화)

위험도 정보 규제 및 이용 (RIR&A)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활용 가능 (적용 사

례: 표준원전 RPS/ESFAS 관련 운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한 위험도 향 분석시 

기초 모델로서 이용하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허가 추진중임) 



- 16 -

제5장 전 출력 안전성 감시 시스템(DynaRM) 개발

제1절 전산시스템 개발 환경

다음 표 1 은 DynaRM의 개별 환경 및 개발 도구이다.

표 1 위험도 감시 전산시스템의 개발 환경/개발도구

항  목 개발 환경/개발툴

개발환경

Hardware 

∙ 수치처리연산기를 가진 80586 이상의 

   중앙처리장치 (CPU) 

∙ 128 MB 이상의 Random Access Memory

∙ 1 GB Hard Disk

∙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호환 마우스

운 체제 ∙ Microsoft Windows
TM
 98/2000/XP

네트워크 ∙ TCP/IP

개발툴

및

Active/X

컨트롤

개발언어 ∙ Microsoft Visual Basic 6.0

데이터베이스 ∙ Microsoft Access 7.0

P&ID

 Hotspot
 ∙VB ImageMap 

차트 ∙ChartFX 5.0 client/Server

표 ∙TrudDB Grid 7.0

DynaRM은 MS Windows를 운 체제로 하여 프로그램 개발 도구인 MS 

Visual Basic 6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Access 7.0을 이용하

다. 그 외에 사용된 Active/X 컨트롤들로는 TrueDB Grid7, ChartFX5, VB 

ImageMap Active/X 컨트롤 등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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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울진 3,4호기 실시간 안전성 감시 소프트웨어 DynaRM 개발

원자력발전소 전 출력 안전성 감시 전산 시스템인 DynaRM은 발전소 현재 시

점의 기기 배열 상태(운전중, 정비중, 대기중등)를 반 하여 발전소의 노심 손상 빈

도를 기준으로 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발전소 발전 설비의 보수 및 정비 계획을 확

정하기 이전에 발전소의 예상 위험도를 사전에 계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시스템이다[김승환, 2002]. DynaRM은 현재 발전소의 노심 손상 빈도를 감시하

기 위한 위험도 감시 모듈과 허용 위험도내에서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계획모듈의 두 가지의 주요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울진 3,4호기 DynaRM의 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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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ynaRM의 주요 특징

DynaRM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발전소 현장에 적용된 원전 전 출력 안

전성 감시 시스템으로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 최초의 위험도 감시기(Risk Monitor)

DynaRM은 울진 원전 3,4호기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국내 최초의 

위험도 감시기로서 울진 원전 3,4호기 PSA모델을 직접 사용하여 현장에서 적용된 

시스템이다. 

나. 표준 원전 고유 신뢰도 PSA 모델 사용

DynaRM에 적용된 표준원전 고유 신뢰도 PSA 모델은 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 운전경험자료 반 한 고유 신뢰도 모델이며, Generic 데이터베이스와 베이

지안 업데이트 된 신뢰도 자료를 사용한다 [한상훈, 2001].

다. 초기사건 향 평가 모델(신기술) 개발

 초기사건 빈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중복 설계된 기기 및 계통들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기기 또는 계통들의 이용불능으로 인한 향

을 자동으로  평가/반 하는 새로운 모델링 기법을 국내외 최초로 사용하 다. 

라. 실시간 계산 수행

DynaRM을 이용한 기기 배열 변경에 의한 위험도의 실시간 평가는 울진 3,4호

기의 경우 30초 이내에 계산이 가능하며, 실제 계산 속도는 컴퓨터 CPU 속도 및 

전산 환경에 발달에 따라 더 단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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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산 정량화 엔진 사용

DynaRM에 적용된 위험도 정량화 엔진은 본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국내외적으

로 인정받은 국산  정량화  엔진인 KIRAP을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개발이 용이하 으며, 추후 기능 개선 시 더욱 수월하게 적용하여 개발을 할 수 있

으며, 또한 FORTE를 정량화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바. 원격감시 기능

DynaRM에서는 전 출력 감시 시스템의 수행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

서 인터넷 웹서버에서 출력되도록 구현함으로써, 일정시간 마다 변경된  자료를 검

색할 수 있도록 개발하 으며, 실시간 안전 상태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현장 내 다

른 부서 및  관련 기관(과기부, KINS등)에서 보안으로 보호된 통신망을 통하여 현

장의 현재 발전소 위험도 노심 손상 빈도 값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다 [Christoph, 

1997][ChartFX, 2001].

2. DynaRM의 주요 기능 및 모듈

가. 발전소 기기 배열 상태 관리

발전소의 기기 배열 변경을 유발하는 각종 사항들을 총괄하는 모듈로서 이용

불능기기 선정모듈, 교체운전기기 배열관리모듈, 환경 변수 관리 모듈로 구성되는데 

이용불능기기 선정 모듈은 현재 발전소에 이용 불능한 기기를 선택하여 위해도 계

산의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이며, 교체 운전 기기 배열관리 모듈은 발전소 

교체 운전 기기를 각 계통별로 구분하여 각 계통의 해당 기기들의 교체 운전 모드

를 직접 변경하여 위험도 계산에 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듈이고, 환경 변수 

관리 모듈은 발전소의 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심 손상 빈도에 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위험도 계산에 반 하기 위한 모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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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DynaRM의 위험도 감시 모듈의 주요 기능에 대한 구성도이다.

그림 4 위험도 감시기 주요 기능

•

•

•

•

•

•

•

•

•

•

•

•

•

•

•

•

(1) 이용불능 기기 선정 모듈

이용불능기기 선정 모듈은 한 시점에 발전소에서 고장 및 정비 보수 등의 이

유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기기들의 상태를 선정(입력)하기 위한 모듈이다.  이용불능

기기로 선정된 기기들은 DynaRM의 기기이용불능 데이터베이스에 임시로 저장되는

데, 기기번호, 기기종류, 정지일시, 정지 사유 등의 정보가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정량화 모듈에서 BE(기본사건)의 값을 이용 불능치로 

반 하여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할 때 사용되며, 기기가 보수가 끝나서 이용불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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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선정모듈에서 제외시키면 이때 복귀일시 정보가 기록되어 다음 노심 손상 빈도

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부록 3 참조)

표 2 이용불능기기와 기본사건과의 연계

기기

번호

기기

종류

정지

일시

복귀

일시

정지

사유
BE <-- BE 기기번호

궁극적으로 이용불능기기의 선정이라 함은 이용불능항목 데이터베이스에 이용

불능기기의 각종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하 는데 다음과 같다.  (그림 5 

참조)

• 기기 목록으로부터 이용불능기기 정보를 직접 입력

기기 목록으로부터 직접 입력받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기 종류 

및 기기번호를 기기목록으로부터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는 방법을 의미하

는데, 발전소 현장 담당자들의 경우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숙지도가 뛰어나므로 이

용불능기기를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 각 계통별 P&ID로부터 이용 불능 기기를 입력

각 계통별 P&ID로부터 사용자가 이 P&ID를 통하여 해당 기기를 선정하는 기

능인데, DynaRM에서는 이를 위하여 전체 16계통의 P&ID를 전산화하여 입력하

으며, 이 P&ID에서 사용자가 직접 해당 기기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 다.  그

림의 우측 화면이 P&ID를 통하여 자료를 입력하는 기능의 수행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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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의 기기 보수 Tagging System을 이용한 입력

발전소에서 각 기기들의 보수시 Tag의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발한 

Tagging 시스템의 Tagging 데이터에 연동하여 DynaRM의 이용불능기기 데이터베

이스에 입력되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 그림의 가운데 화면이 Tagging 시스템 수행 

화면인데, Tagging 시스템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절에서 따로 논하 다.

그림 5 DynaRM의 다양한 이용불능기기 자료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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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6은 이용불능기기 선정 절차를 흐름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6 이용불능기기 선정 절차

(2) 교체운전기기 배열 관리

발전소 교체 운전 기기들의 배열 정보 또한 발전소 위험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DynaRM에서는 각 계통별로 구분하여 각 계통의 해당 기기들의 교체 

운전 모드를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 는데, 울진 3, 4호기의 교체운전기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8개 계통에 대하여 분류하여 

각 기기의 배열 상태를 변경 받아서 해당 기초사건의 값을 위험도 정량화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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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도록 하 다.

표 3 교체 운전 기기 목록 및 관련 기초 사건

계통 분류 기기 상태 기초사건(BE)

CCWS

CCW 

열교환기

CCW HX 01A 운전중 FLAG-CC-HE01A

CCW HX 01B 운전중 FLAG-CC-HE01B

CCW HX 02A 대기/보수중 FLAG-CC-HE02A

CCW HX 02B 대기/보수중 FLAG-CC-HE02B

CCW 

펌프

CCW MP 01A 대기/보수중 FLAG-CC-MP01A

CCW MP 01B 운전중 FLAG-CC-MP01B

CCW MP 02A 운전중 FLAG-CC-MP02A

CCW MP 02B 대기/보수중 FLAG-CC-MP02B

ECWS
ECW 

Train

ECW Tr.1A 

(MP01A, CH01A)
운전중 FLAG-CW-TR1A

ECW Tr.1B 

(MP01B, CH01B)
운전중 FLAG-CW-TR1B

ECW Tr.2A 

(MP02A, CH02A)
대기/보수중 FLAG-CW-TR2A

ECW Tr.2B 

(MP02B, CH02B)
대기/보수중 FLAG-CW-TR2B

ESWS
ESWS 

펌프

ESW PP MP01A 운전중 FLAG-SW-MP01A

ESW PP MP01B 운전중 FLAG-SW-MP01B

ESW PP MP02A 대기/보수중 FLAG-SW-MP02A

ESW PP MP02B 대기/보수중 FLAG-SW-MP02B

IAS
IA 

공기압축기

IA Air Comp AC1A 운전중 FLAG-IA-AC1A

IA Air Comp AC2B 대기/보수중 FLAG-IA-AC2B

IA Air Dryer A (ZM01) 운전중 FLAG-IA-ADPA

IA Air Dryer B (ZM02) 운전중 FLAG-IA-ADPB

CVCS
CVCS 

펌프

CVCS Charging PP01 백업 FLAG-CV-PP01-BK

CVCS Charging PP02 상시운전 FLAG-CV-PP02-SB

CVCS Charging PP03 정상운전 FLAG-CV-PP03-SB

CVCS Charging PP04 정상운전 FLAG-CV-PP04-SB

TBOCWS
TBOCW 

펌프

TBOCW Pump PP01 대기/보수중 FLAG-WH-MP01A

TBOCW Pump PP02 운전중 FLAG-WH-MP02B

TBCCWS

TBCCW 

열교환기

TBCCW HX HE01 대기/보수중 FLAG-WT-HE01A

TBCCW HX HE02 운전중 FLAG-WT-HE02B

TBCCW 

펌프

TBCCW Pump PP01 대기/보수중 FLAG-WT-MP01A

TBCCW Pump PP02 운전중 FLAG-WT-MP01B

PCWS

PCWS 

Cnmt Train

PCW Cnmt Tr.A 

(PP01, CH01)
대기/보수중 FLAG-WICB-TRA

PCW Cnmt Tr.B 

(PP02, CH02)
운전중 FLAG-WICB-TRB

PCW Cnmt Tr.C 

(PP03, CH03)
운전중 FLAG-WICB-TRC

PCWS 

Turbine Train

PCWS Trubine Tr.A 

(PP04, CH04)
대기/보수중 FLAG-WITB-TRA

PCWS Trubine Tr.B 

(PP05, CH05)
대기/보수중 FLAG-WITB-T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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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7은 교체 운전 기기중 CCWS 계통의 교체운전 기기 배열 변경 화

면 예이고, 위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교체운전기기의 설정치 들은 다음 표 4

와 같이 해당 Basic Event와 연결되어 위험도 계산 정량화 프로그램의 수행 입력으

로 들어간다.

그림 7 교체운전기기 설정변경 화면 (CCWS)

표 4 교체운전기기 상태 변경에 따른

 BE 입력값 설정 예 (CCWS)

value .

0 , FLAG-CC-HE01A .

0 , FLAG-CC-HE01B .

1 , FLAG-CC-HE02A .

1 , FLAG-CC-HE02B .

1 , FLAG-CC-MP01A .

0 , FLAG-CC-MP01B .

0 , FLAG-CC-MP02A .

1 , FLAG-CC-MP02B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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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변수관리

발전소의 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심 손상 빈도에 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노심 손상 빈도 위험도 계산에 반 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듈로서 

각 환경 변수별로 발전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 환경 변수 값을 설정하도

록 되어 있다.  다음 표 5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환경 변수의 종류와 설정범위의 

예이며 그림 8은 프로그램의 실행화면이다.

표 5 환경 변수의 종류

분류 BE 환경변수 설정범위

1
Environment 

Factor 1
XF-SEA-ENV1

 해파리, 새우때등의 

바닷생물에 의한 향
0.1 ~ 1.0

2
Environment 

Factor 2
XF-SEA-ENV2  수온에 의한 향 1.0 ~ 2.0

3
Environment 

Loop Factor 1
XF-LOOP-ENV1

 폭풍, 허리케인, 안개 등과 

같은 기후 요인
1.0 ~ 10.0

4
Environment 

Loop Factor 2
XF-LOOP-ENV2  건조주의보 여부 1.0 ~2.0

5
Environment 

Loop Factor 3
XF-LOOP-ENV3  폭설주의보 여부 1.0 ~2.0

6 Beginning of Cycle FLAG-ATWS-BOC  연료 주기 상태 (BOC) 0 ~ 1.0

7 End of Cycle FLAG-ATWS-EOC 연료 주기 상태 (EOC) 0 ~ 1.0

그림 8 환경변수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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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환경변수 및 설정치 들은 다음과 같이 해당 

기본 사건(Basic Event)과 연결되어 위험도 계산 정량화 프로그램의 수행 입력으로 

들어간다.

표 6 환경변수 변경에 따른 BE 입력값

value .

1.0 , XF-SEA-ENV1 .

1.0 , XF-SEA-ENV2 .

5.0 , XF-LOOP-ENV1 .

1.0 , XF-LOOP-ENV2 .

1.0 , XF-LOOP-ENV3 .

1.0 , FLAG-ATWS-BOC .

1.0 , FLAG-LSSB-EOC .

.end

나. 노심 손상 빈도(CDF) 정량화 모듈

DynaRM의 입력 부에서 입력한 이용불능기기 정보와 교체운전기기 정보 그리

고 환경변수 설정치 등의 값을 입력으로 실시간으로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여 주

는 것이 노심 손상 빈도(CDF:Core Damage Frequency)정량화 모듈인데 크게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여 주는 모듈과 이용 불능기기의 보수 중요도를 계산하여 보수 

우선 순위를 제시하여주는 각 기기별 보수중요도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 CDF 정량화 모듈 

CDF 정량화 모듈은 이용불능기기 및 교체운전기기, 환경변수 설정 값으로부

터, 실시간으로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여 주기 위한 모듈이다.   

다음 그림 9는 정량화가 수행 절차도인데 DynaRM은 각 단계별 수행에서 필

요한 데이터 파일들을 각각의 입력 자료(이용불능기기, 교체기기, 환경변수)를 기초

로 하여 정량화 단계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다. 계산에 사용된 정량화 엔진으로는 

본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인 KIRAP의 정량화 엔진인 Kcut를 이용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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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개발하 다.

그림 9 정량화 수행 절차

다음 표 7은 정량화 엔진인 KIRAP의 Kcut의 수행을 위한 입력 파일 예이다. 

즉, DynaRM의 각 입력 부에서 설정한 기기 배열, 교체운전기기, 환경변수등의 각

종 정보가 해당 입력 파일로 생성되어 Kcut에서 로딩 되어 계산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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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KCut 계산용 입력 파일 예제

;CutOff

; 수행 옵션 설정

rp$ = report * 100 .

pb$ = proba * 1.0e-10 .

di$ = Initiator * %U3-LL-CL1A, %U3-LL-CL1B, %U3-LL-CL2A, %U3-LL-CL2B, %U3-LL-HL1, 

%U3-LL-HL2,%U3-ML-CL1A, %U3-ML-CL1B, %U3-ML-CL2A, %U3-ML-CL2B, %U3-ML-HL1, %U3-ML-HL2,

%U3-SL, %U3-ISL, %U3-RVR, %U3-LOCV, %U3-LOFW, %U3-LOOP, %U3-SGTR-SG1, %U3-SGTR-SG2, 

%U3-LSSB-SG1, %U3-LSSB-SG2, %U3-LODC-01A, %U3-LODC-01B, %U3-LOKV, %U3-LOCCW, %U3-LOSX, 

%U3-GTRN.

opt$ = pb$ /split * 4 /module * 2 /di$ /LogicalLoop *1 .

; FT 기본 Logic 및 Data 읽기 ---------------------------------------

Read ("u34rm.cut").

; Test & Maint Data 읽기 ---------------------------------------

Read ("u34rm.tnm").

; 환경변수 데이터 입력 -------------------------------------

Read ("U34rm.env").

.

; 교체운전기기 운전상태 변경 데이터 입력 -------------------------------------

Read ("U34rm.alt").

I.

; OOS 기기의 Data  입력 ----------------------------------------

Read ("U34rm.oos"). .

.; 초기사건 IE impact 모델 Data  입력 ----------------------------------------

Read ("U34rm-ie0.ief").

Read ("U34rm-ie1.ief")end .

; MCS 계산 (Before Recovery)-----------------------------------------------

genprg (GCDF-U3, TOP /opt$ ).   ;genprg (GCDF-U4, TOP /opt$ ).

; Recovery -----------------------------------------------

Read ("U34rm-Recov.val").

; Recovery : Non-sens cutset  -----------------------------------------------

Read ("U34rm-NonMcs.rec").

; Recovery : HRA Dependency -----------------------------------------------

Read ("U34rm-HraDep.rec").

; Recovery : Sequence Recovery ---------------------------------------------------

Read ("U34rm-SQ.rec").

; 계산 완료 후에 처리 작업 (MCS 저장 등) ---------------------------

; Top Event는 RTOP으로 대치됨.  GCDF-U3 -> TOP -> RTOP

saveraw (RTOP / file * "U34rm.raw").

wrtcaffre (RTOP /file * "U34rm.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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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중요도 계산 모듈

보수 중요도 모듈은 현재의 이용불능상태로 계산된 노심 손상 빈도를 기준으

로 하여, 각 기기가 각각 이용가능 하게 되었을 때의 노심 손상 빈도를 재 계산하

고, 기존 노심 손상 빈도와 새로 계산된 노심 손상 빈도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어떤 

기기가 우선적으로 보수되는 것이 발전소 안전성을 최대화하는지의 우선순위를 제

시하여 주기 위한 모듈이다. 다음은 위험도 감소 가치인 RRW(Risk Reduction 

Worth)의 정의이다 [강대일, 2001]. 

RRW = R0/Ri(-) = 1/(1-FV)

R0 : 기본 위험도

Ri : 기기 i 가 완벽 작동시 위험도

FV중요도 : 전체 위험도에 대한 특정 사건을 포함하는 사고경위의 위험도 비. 

기본사건 확률이 기본 값에서 0으로 변경시 전체 위험도에 대한 기본 사건의 기여

비를 나타냄.

RRW : 특정사건이 완전 이용 가능할 때의 위험도에 대한 전체 위험도의 비> 

기본 사건과 관계된 어떤 요소가 개선될 때 최대 위험도 감소를 나타냄. 위험도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다음 그림은 보수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계산 로직을 플로우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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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보수우선순위 계산 로직 Flow Diagram

보수 중요도의 계산은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되고 있는데, 첫째는 1

차 정량화의 결과에서 생성된 Cutset에서 이용불능기기에 해당하는 기본사건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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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0으로 복귀시키고 프로그램 어레이 변수 내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방법과, 이용

불능기기 자체를 이용불능항목에서 차례대로 제외시키고 정량화 자체를 다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이용불능기기의 기본 사건 값을 애초에 1로 대

입하 는지 혹은 OMEGA로 대입하 는지에 따라서 적용 방법이 다르다. 

이용 불능기기의 기본 사건의 고장 율을 1로 대입한 경우에는 보수중요도 계

산 시에 이전 정량화에서 계산된 Cutset으로부터 해당 기본 사건 값을 원상태로 복

귀시키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OMEGA로 대입한 경우에는 후자의 방

법인 이용 불능 항목별로 정상화 시켜 정량화 계산을 다시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한다. 두 가지 방법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전체 기기에 대하여 계산 수식

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하므로 최초 노심 손상빈도를 계산하기 위한 정량화에서는 

수행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보수 중요도를 구하기 위하여 정량화를 다시 수행할 필

요가 없기 때문에 보수 중요도 계산이 짧은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고장 수목에서 

해당 기본 사건의 하부에 달린 이벤트들을 아예 생략 시킬 수 있으므로, 전체 계산 

수식의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정량화 수행 시간을 확연히 줄일 수 있으나, 보수 

중요도는 각 기기별로 재 계산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보수 중요도 계산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이용불능기기에 대한 기본사건 고장 율을 어떻게 할당하여야 하는

지는 분석 담당자가 시기 적절하게 판단하여 할당하면 된다.

다음 그림 11은 보수중요도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림의 예에서는 

DG-01B의 RRW (Risk Reduction Worth)가 1.31로 가장 높아서 복귀우선순위가 가

장 높으며, 정상복귀시에 위험도가 약 24%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1 보수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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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수 중요도가 결정되면 기기 보수의 우선순

위를 결정하여 위험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면서 기기 보수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2 보수중요도 결정에 따른 보수절차

다. 시간 위험도 평가 및 감시

현재의 발전소 원전 기기 이용 불능시 실시간으로 발전소의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여 현재의 발전소의 위험도 계산하는 것이 DynaRM의 주요 기능이지만, 각 

시점 별로 계산된 위험도를 취합하면, 그 자체로 현 시점의 발전소 위험도뿐만 아

니라, 현재까지의 위험도 이력과 트렌드를 보여 발전소 시간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DynaRM에서는 위험도 계산 이력을 그래프로 표현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함

께 제공하도록 구현하 는데, 다음 그림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정 기간동안의 위

험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ChartFX, 2001], [TrueDB, 2001].

또한 위험도 계산 이력 관리 모듈을 함께 개발하여서, 각 계산 시점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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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계산결과 및 각 시점에서의 이용불능기기에 대한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하 으며, 리스크 프로파일의 경우 별도의 확대 창을 제공하여 상세 검색 및 

보고서 출력기능을 함께 구현하여 보고서 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3 참조) 

그림 13 DynaRM에서 실시간 위험도 계산 및 결과 제공 화면

라. 정비계획 스케줄러 

DynaRM의 정비 계획 스케줄러는 현재의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 평가하는 실

시간 위험도 감시 시스템과는 달리, 미래에 계획된 정비로 인하여 향을 미칠 발

전소의 위험도를 사전 평가함으로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모듈로서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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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시에 안전도 허용 범위 내에서 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지원 

도구이다. 

다음 그림 14는 DynaRM을 이용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일반적인 수행 절

차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먼저 보수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수할 항목과 보수 

정보 그리고 보수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각 기간별로 위

험도를 평가한다. 평가된 결과는 그래프와 발전소 위험도인 노심 손상 빈도로 표시

되는데, 노심 손상 빈도가 허용치를 넘으면 보수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보수 시점을 

변경하는 보수 계획을 재수립한 후에 다시 위험도를 평가하고, 허용치 보다 넘지 

않으면 정비 계획을 확정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러한 보수 계획 재수

립은 편성된 정비 계획으로 인한 위험도 변화가 허용치 내에서 수용가능할때까지 

반복하여 계속된다.

그림 14 정비 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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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15는 DynaRM의 정비계획 스케줄러의 수행화면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면의 하단에 각 정비 항목별로 정비 일정이 Gantt차트의 형태로 출력

되고, 상단에는 각 정비계획별로 계산한 예상 위해도 차트가 그래프로 출력된다. 

그림 15 DynaRM의 정비 스케줄러 모듈 및 결과 화면

다음 그림 16, 17은 정비 작업 관리 모듈로서 정비 정보를 관리 및 수정하는 

화면 예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비기간과 정비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정비 계획의 수립 및 확정을 위한 자세한 사용방법은 부록의 사용자 설명서에 

자세히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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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정비작업 관리기

그림 17 정비 작업의 관리/수정

마. 위험도 원격 감시

일반적인 위험도 감시 프로그램들은 단독 실행 환경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위험도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노심 손상 빈도를 검색하고 감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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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원격으로 떨어진 곳에서는 현재의 발전소 위험도를 판단 및 감시 

할 수 없는데, DynaRM에서는 이러한 위험도 정보를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원격지

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위험도 원격 감시 모듈을 개발하 다.  

이것은 전 출력 감시 시스템의 수행 결과인 노심 손상 빈도를 DynaRM의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서 인터넷 웹서버에서 출력되도록 구현함으로써 [Christoph, 

1997][ChartFX, 2001], 일정시간 마다 변경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하 으

며, 실시간 안전 상태 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현장 내 다른 부서 및  관련 기관(과

기부, KINS등)에서 보안으로 보호된 통신망을 통하여 현장의 현재 발전소 위험도 

CDF 값의 변화를 감시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8은 위험도 원격 감시 모듈의 화면 

수행 예이다.

그림 18 위험도 원격 감시 모듈의 화면 수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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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실시간 발전소 신호 획득 및 처리 

DynaRM은 발전소의 기기 배열 상태를 변경하는 각종의 사건들을 입력받아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여 발전소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이러한 기기 배열 상태

의 변경 요인들을 직접 입력받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발

전소 배열 변경 신호를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절차 화된 전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력 기술과 공동으로 실시간 발전소 신

호 획득 및 처리 시스템인 Tagging System을 개발하 는데, Tagging System은 

발전소 위험도에 향을 미치는 기기에 대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기기들

이 Tagging Out 되어 이용 불가능하게 되는 정비 업무에 대하여 정확한 작업시작 

및 운전 복귀 시간 등의 기기 이용불능정보를 DynaRM에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

록 개발된 전산시스템이다 [강선구, 2002].  

일반적인 Tagging 시스템의 운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비 부서, 운전

원, 기타 여러 부서에서 PUMAS를 이용하여 작업의뢰서를 발행하면, 정비 부서에

서 작업의뢰서에 대한 Tagging 데이터 및 작업 승인을 발전부에 요청하고, 발전부

에서 작업의뢰서에 대한 Tagging 목록 작성 및 발부, 작업 승인하면, 정비 부서에

서 작업의뢰서와 Tagging 목록을 이용하여 작업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Tagging 

시스템을 이용한 정비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19는 Tagging 시스템 관점에서의 정비절차와 위험도 감시 전산 시

스템인 DynaRM의 연계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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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정비업무 Tagging System 입력 절차 및 DynaRM과의 연계도

PUMAS

Tagging
System

Tagging 

 OOS 

제1절 Tagging System의 구성

Tagging System은 다음과 같이 작업 Tag를 발행하는 모듈, Tag의 정보(정비

시작시간, 종료시간등)등을 관리하는 모듈, Tagging 이력을 관리하는 모듈의 3가지 

주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 Tagging 그룹 정의 및 Tagging 목록 발행 모듈 

 - 정비 시작 및 종료 시간 입력 모듈

 - Tagging 이력 관리 모듈

다음 그림 20은 Tagging Data 관리 모듈의 화면 수행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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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Tagging System 모듈 및 결과 화면

다음 그림 21은 Tagging System 세부 모듈 및 정보 흐름도 이다. 

그림 21 Tagging System 세부 모듈 및 정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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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현장 설치 및 기능 검증

울진 3,4호기용 안전성 감시 시스템의 현장 설치 및 교육의 기회를 수 차례 가

졌는데, 울진 2발전소에서 2001년 7월 22일 23일에 현장 설명회를 가졌으며, 2001년 

12월 14일에 DynaRM 현장 교육 및 시연회 개최하 다. 이 자리에는 발전소장을 

비롯하여 기술공무부, 발전부 요원등 30여명 참석하여 안전성 감시 시스템의 현장 

평가 및 개선에 관하여 논의하 으며, 후속 조치로 기술공무부와 발전부요원 중에 

DynaRM 시험요원을 선정하여 DynaRM 설치하여 기능 및 사용성 평가 중에 있다. 

DynaRM의 위험도 계산 기능 검증을 위하여 Base Case 모델에 대한 위험도 

계산 과정 및 결과 검증하여, 계산이 정확히 수행됨을 검증하 고, 울진 3,4호기 리

스크 모니터용 PSA 모델을 사용하여 기기 상태를 반 한 후 독립적으로 계산한 결

과와 DynaRM에서 계산한 결과 비교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 43 -

제8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개발한 실시간 위험도 감시 시스템

의 개발에 대하여 기술하 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은 현재의 위험상태를 측정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 

향상될 수 있는데, 발전소 실시간 위험도 감시 전산 시스템인 리스크 모니터를 사

용함으로써 발전소 운전의 위험도 레벨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

안을 제공한다면 그 안전성을 더욱 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시간 위험도 감시 시스템은 울진 3,4 호기를 시범 적용 

대상으로 하여 개발하 는데, 우선적으로 울진 3,4호기 인허가용 PSA 모델을 상업 

운전이후에 변경된 주요 변경사항까지 반 한 리스크 모니터용 PSA 모델로 변경하

으며, 리스크 모니터 전산 시스템인 DynaRM은 현 시점에서의 발전소 배열 변경

에 따른 노심 손상 빈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출력하는 위험도 감시 모듈과 정비 

계획 수립 시에 예상 위험도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정비 일정을 조절하여 발

전소 예상 위험도를 사전 계산하여 평가하여 보고, 발전소 안정 범위 내에서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비 계획 스케줄러를 개발하 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은 운전 중에 발전소의 현재 위험상태를 측정할 수 있음

으로 인해서 더욱 향상될 수 있다. 게다가, 리스크 모니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전소 

운전의 위험도 레벨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정비 계획 수립 분야에서 위험도 허용 범위 내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정비 계획 수립 의사 결정 기능을 제공하게 된 것을 그 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DynaRM은 2001년 12월 울진 2발전소에서 현장 시연회를 

가졌으며, 기술 공무부와 발전부에 설치하여 기능 및 사용성 평가를 받았다. 향후 

발전소의 실시간 배열 상태를 반 한 위험도를 감시하고, 목표 수준의 안전성을 확

보하면서 보수 및 운전 계획을 최적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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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DynaRM 사용자 매뉴얼

본 장은 DynaRM의 실제 사용과 관련된 사용자 매뉴얼 부분을 기술한다.

가. 사용환경

DynaRM의 권장 사용 환경은 다음과 같다.

항  목 사용 환경

권장

사용환경

Hardware 

∙ 수치처리연산기를 가진 80586 이상의 

   중앙처리장치 (CPU) 

∙ 128 MB 이상의 Random Access Memory

∙ 1 GB Hard Disk

∙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호환 마우스

운 체제 ∙ Microsoft WindowsTM 98/2000/XP

네트워크 ∙ TCP/IP

데이터베이스 ∙ Microsoft Access 7.0

OCX

콘트롤

이미지맵 ∙ VB ImageMap 컨트롤

차트 ∙ ChartFX 5.0 Client/Server

 표 ∙ TrueDB Grid 7.0

표에서 권장 사용환경은 DynaRM의 하드웨어 및 운 체제 등의 최소/권장 사

용환경을 나타낸 것이고, OCX 컨트롤들은 DynaRM 개발당시에 사용한 것으로, 

DynaRM 셋업 키트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설치되는 Active/X 컨트롤이다.

DynaRM의 정량화 엔진을 이용한 노심 손상 빈도 계산의 수행속도는 컴퓨터 

하드웨어 중앙 연산 처리 장치 (CPU)의 클럭 속도에 비례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는 정량화 수행이 대부분 정수 계산 및 부동 소수점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CPU 클럭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사용할수록 더 빠른 수행 결과를 얻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진 3, 4호기 모델에서 몇 건의 기기 단계에서의 기기 이용 불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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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모델의 노심 손상 빈도 계산을 시도한 결과,  1.6MHz의 CPU 클럭 스피드를 

Pentium-IV 1.6MHz CPU의 경우 약 20-30초미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위험

도 감시 모듈의 경우는 단 1회의 정량화 수행으로 수행 소요 시간에 대하여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으나, 스케줄러의 경우에는 정비 계획 건수 별로 이용 불능 시점

과 정상 복구 시점의 두 배로 정량화 수행이 필요하므로 전체 적인 수행시간이 상

당히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하드웨어 성능 중에 고속 CPU의 사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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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메뉴 및 기능

(1) 환경설정

다음 그림은 DynaRM의 초기 수행 화면이다. 

환경 설정을 위험도 정량화 계산을 위한 각종 환경 변수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림의 <환경설정> 버튼을 누르면 다음 그림과 같은 환경 설정 창이 수행된

다. 그림의 각 항목들은 위험도 정량화 계산 수행시 사용되는 각종 변수들인데, 각 

변수의 역할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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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변수 설명 기본값

Cutoff Value Kcut 계산시 Cutoff 기준 값 1.0e-10

nReport Kcut report 출력시 최대 출력 행 수 100

FTlogicFile Fault Tree Logic이 정의 되어 있는 파일 u34rm.cut

OosFile
사용자가 선택한 이용불능기기에 대한 정보 및 

기본사건이 저장된 파일
u34rm.oos

HraRecoveryFile 인적오류분석 복구 데이터가 저장된 파일 xRecov.val

HraRuleFile 인적오류분석 규칙이 저장된 파일 xHdRule.dat

RecoveryFile 복구 파일 xRecRule.dat

RawFile Raw File u34rm.raw

AltFile
교체 운전 기기 및 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저

장한 파일
u34rm.alt

EnvFile
환경 변수 및 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파일
u34rm.env

FreFile Fre 파일 u34rm.fre

UpperBound 노심 손상 빈도의 상한 제한치 설정값 5.0e-5

LowerBound 노심 손상 빈도의 하한 제한치 설정값 5.0e-6

Oos값처리
이용불능기기에 대한 기본사건의 값을 설정 (1 

혹은 OMEGA)로 처리함
1/OMEGA

따라서 사용자가 위험도 계산을 위한 각종 옵션 사항을 변경하려면 표를 참조

하여 알맞은 값으로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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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도 감시

위험도 감시 모듈은 현 시점에서의 이용불능기기의 정보에 따른 배열 변경을 

기준으로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여 주는 모듈이다. 

DynaRM의 주 화면에서 위험도 감시 모듈을 수행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3개

의 위험도 감시 화면 창이 뜬다. 3개의 위험도 감시 관련 창이란 그림에서 보는바

와 같이 좌측 상단의 주 화면을 기본으로 하여 우측에 현재 이용 불능한 기기들의 

보수 중요도 감시 창, 하단에는 교체 운전 기기 현황 감시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그림은 주 화면 창을 나타낸 것인데, 그림과 같이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 부분은 위험도 정보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주기 위한 그래프 노심 손상 



부록 1-6

빈도 출력부분 그리로 자료의 입력을 위한 자료 관리 부분, 변경된 기기 배열을 기

준으로 노심 손상 빈도와 보수 중요도 계산을 위한 계산 모듈 부분으로 구분된다. 

각 부분별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도 현황차트 

위험도 현황 차트는 현재의 위험도(노심 손상 빈도) 및 위험도 이력을 표시하

는 부분으로 두 개의 그래프로 표현된다. 우측 하단의 Bar 차트로 표현되는 차트는 

현 시점의 발전소 위험도 노심 손상 빈도를 Bar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고, 

좌측의 그래프는 리스크 프로파일이라고 칭하는데, 위험도의 결과들을 전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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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낸 것이다. 리스크 프로파일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소의 노심 손

상빈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데, 각 포인트 점들은 발전소의 기기 배열 

상태 변경으로 인한 노심 손상 빈도 계산 시점을 의미한다.

또한 위험도 현황 차트에서는 이력과 확대 기능을 따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력

은 리스크 프로파일에 나타난 노심 손상 빈도 계산 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계산

된 시점과 그 시점의 노심 손상 빈도값(CDF) 그리고 그 시점의 이용불능기기 정보

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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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확대 버튼은 리스크 프로파일을 좀더 상세히 검토 할 수 있도록 별도

의 확대 창으로 출력 시켜주는 버튼인데, 확대 창을 이용하여 화면을 확대하여 검

토 할 수도 있으며, Zoom 버튼을 이용하여 특정 시점의 그래프를 확대하여 볼 수

도 있다. 또한 확대 창에서는 보고서 작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리스크 프로파

일 그래프를 직접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윈도우 메모리인 클립보드에 복사하여 다

른 윈도우 응용프로그램에서 붙여 넣기 하여 참조하여 쓸 수 있도록 구현하 다.  

(나) 자료관리

발전소 위험도에 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기 위한 부 메뉴 

프레임이 자료관리 인데, 기기 배열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OOS 정보, 교체운전 기

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교체운전기기버튼, 그리고 환경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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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변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1) OOS 정보

OOS 정보 버튼은 이용불능기기 배열을 관리하기 위한 버튼으로 Out Of 

Service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기기들을 OOS목록에 추가하거나, Back In 

Service로 인하여 이용 가능하게된 기기들을 OOS 목록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버

튼이다. 

가) 이용불능기기 자료 입력

이용불능기기 배열관리는 기기의 고장/보수 및 정비 등의 이유로 기기가 이

용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의 기기 배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모듈로서 기기번호를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는 방법과 기기 도면으로부터 이용불능기기를 선택하여 입력

하는 방법 그리고 태깅 시스템으로부터 이용불능기기를 입력하기 위한 방법의 3가

지 방법이 있다.   다음은 각 입력 방법에 따른 이용 불능 기기 추가 방법이다.

• 기기번호로부터 직접 입력

기기번호로부터 직접 입력하는 모듈은 발전소 시스템 및 기기에 대한 숙지

도가 높을 때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듈로서, 메뉴로부터 시스템을 직접 선택하면 각 

시스템의 하부에 연결되어 있는 세부 기기의 목록이 출력된다. 이 화면에서 분석 

담당자는 이용불능상태가 된 기기 번호를 직접 선택한 후에 오른쪽 이용불능기기 

목록 칸으로 이동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용불능기기 목록에 추가된 기기는 창을 닫

으면 선택된 이용불능기기 초기 화면에 해당 기기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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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도면으로부터 입력

기기도면으로부터 입력되는 모듈은 DynaRM의 Hotspot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

하는 것이다. DynaRM에는 전체 17개의 계통 시스템에 대하여 P&ID 도면이 입력

되어 있는데 이 도면으로부터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여 이용불능 기기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용자가 이용불능기기로 선택하고자 하는 기기를 

P&ID도면으로부터 선택을 하면 선택된 계통의 기기가 좌측의 목록 칸에 추가 된

다. 이렇게 추가된 기기들은 P&ID 창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이용불능 기기 선택 창

의 이용불능기기 항목에 추가된다. 따라서 앞에 설명한 이용불능기기 직접 선택 화

면에서처럼, 창을 닫으면 이용불능기기 항목에 자동으로 추가된다. 

다음 그림은 도면으로부터 이용불능기기를 선택하는 화면 예인데, 그림에서 보

는바와 같이 사용자가 이용불능기기로 선택하고자 하는 기기를 도면으로부터 직접 

선택하면 된다

. 

본 연구에서 구현된 이용불능기기를 도면으로부터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Hotspot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울진 3,4호기 P&ID도면을 hotspot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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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현하 는데, 전체 18개 시스템에 대하여 Hotspot P&ID를 개발하여 구현하

다. 다음 표는 DynaRM에서 구현한 Hotspot P&ID 시스템의 예이다. 

• Tagging System을 이용한 입력

DynaRM에선 발전소에서 각 기기들의 보수시 Tag의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

하여 개발한 Tagging 시스템의 Tagging 데이터에 연동하여 DynaRM의 이용불능

기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도록 개발한 시스템이다. Tagging 시스템의 상세한 내

용은 별도의 보고서에 수록하 다.

나) 이용불능기기 목록으로부터 기기 제거

이용불능기기 목록으로부터 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면, 삭제할 이용불능 기기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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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체운전기기관리

발전소 교체 운전 기기들의 배열 정보 또한 발전소 위험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DynaRM에서는 각 계통별로 구분하여 각 계통의 해당 기기들의 교체 

운전 모드를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 다. 담당자가 교체 운전 기기의 정보

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료관리의 교체운전관리 버튼을 눌러서 교체 운전 관리 창

을 띄운 후 변경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해당 기기의 운전상태를 변경하면 된다. 다

음 그림은 교체운전기기중 CCWS 계통의 교체운전 기기 배열 변경 화면 예이다. 

DynaRM에서는 울진 3, 4호기의 교체운전기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8개 계통에 대하여 분류하여 각 기기의 배열 상태를 변경 받

아서 해당 기초사건의 값을 위험도 정량화 계산에 사용되도록 하 다.  사용자는 

각 기기별로 변경 가능한 상태 범위 내에서 기기 상태를 변경하면 위험도 정량화 

시에 자동으로 해당 정보가 입력되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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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분류 기기
변경

가능상태

CCWS

CCW 

열교환기

CCW HX 01A 운전중

CCW HX 01B 운전중

CCW HX 02A 대기/보수중

CCW HX 02B 대기/보수중

CCW 

펌프

CCW MP 01A 대기/보수중

CCW MP 01B 운전중

CCW MP 02A 운전중

CCW MP 02B 대기/보수중

ECWS
ECW 

Train

ECW Tr.1A 
(MP01A, CH01A)

운전중

ECW Tr.1B 
(MP01B, CH01B)

운전중

ECW Tr.2A 
(MP02A, CH02A)

대기/보수중

ECW Tr.2B 
(MP02B, CH02B)

대기/보수중

ESWS
ESWS 

펌프

ESW PP MP01A 운전중

ESW PP MP01B 운전중

ESW PP MP02A 대기/보수중

ESW PP MP02B 대기/보수중

IAS
IA 

공기압축기

IA Air Comp AC1A 운전중

IA Air Comp AC2B 대기/보수중

IA Air Dryer A (ZM01) 운전중

IA Air Dryer B (ZM02) 운전중

CVCS
CVCS 

펌프

CVCS Charging PP01 백업

CVCS Charging PP02 상시운전

CVCS Charging PP03 정상운전

CVCS Charging PP04 정상운전

TBOCWS
TBOCW 

펌프

TBOCW Pump PP01 대기/보수중

TBOCW Pump PP02 운전중

TBCCWS

TBCCW 

열교환기

TBCCW HX HE01 대기/보수중

TBCCW HX HE02 운전중

TBCCW 

펌프

TBCCW Pump PP01 대기/보수중

TBCCW Pump PP02 운전중

PCWS

PCWS 

Cnmt Train

PCW Cnmt Tr.A 
(PP01, CH01)

대기/보수중

PCW Cnmt Tr.B 
(PP02, CH02)

운전중

PCW Cnmt Tr.C 
(PP03, CH03)

운전중

PCWS 

Turbine Train

PCWS Trubine Tr.A 
(PP04, CH04)

대기/보수중

PCWS Trubine Tr.B 
(PP05, CH05)

대기/보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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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수 관리

환경변수 관리는 발전소의 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심 손상 빈도에 

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노심 손상 빈도 위험도 계산에 반 하기 위하

여 개발한 모듈로서 각 환경 변수별로 발전소 담당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 환경 

변수 값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DynaRM의 환경변수 관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자료관리의 환경변수 관리 버튼을 누르면 다음 그림과 같이 환경변수 관리 창

이 뜨게 된다. 

처음 창이 뜬 상태에서는 각 변수별 현재의 값이 출력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발전소 담당자가 이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정 버튼을 누른 후 해당 변수의 값

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값을 변경한 이후에는 확인 버튼을 눌러 변경 값을 확정하면 

된다. 

(다) 위험도 계산

위험도 계산은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는 모듈과 보수 우선 순위 결정 모듈

의 두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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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험도 계산 모듈 버튼을 누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위해도 계산 창이 나

타난다. 

기기 배열의 변경 등의 이유로 위험도 계산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의 

왼쪽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노심 손상 빈도가 물음표로 표시되어 나온다. 즉 노심 

손상 빈도가 계산이 되지 않아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계산이 

필요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이 상태에서 CDF 계산 버튼을 누르면 정량화 엔진인 

KCUT이 수행되어서 현 시점의 기기 배열 정보 등을 가지고 위험도 정량화를 수행

한다. 정량화 수행이 끝나면, 계산된 노심 손상 빈도의 값이 화면에 출력되어 나타

난다. 

- 보수중요도

보수 중요도 모듈은 현 시점의 이용 불능 기기들 중에서 어떠한 기기를 먼저 

보수하는 것이 전체적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모듈이다. 

즉, 각 이용 불능 기기별로 해당기기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설정하여 놓고 위험도

를 다시 구해본후에 이 때의 위험도 값과 원래 위험도 값과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다. 이렇게 모든 이용불능 기기마다 위험도 비교 평가를 수행하면, 어떠한 기기를 

먼저 시스템에 복귀 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지 결정하기 쉽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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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보수중요도를 계산하기 위한 확인 창과 계산된 결과를 창으로 나타내

는데, 여기서 RRW는 Risk Reduction Worth의 줄임말로 해당 기기가 이용 가능하

게 될 때, 위험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만약 RRW가 10이

라 함은 해당 기기가 이용 가능하게 될 경우에 리스크가 1/10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 중요도 결과 창에 출력되는 중요도 결과 목록은 RRW가 큰 

값을 가진 기기가 먼저 출력되도록 구현되어 있다. 목록의 정상 가동시 예상 CDF 

항목은 해당 기기가 정상적으로 복귀 되었을 때 계산된 예상 CDF값을 의미한다. 

(3) 정비 계획 스케줄러

DynaRM의 정비 계획 스케줄러는 현재의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 평가하는 실

시간 위험도 감시 시스템과는 달리, 미래에 계획된 정비로 인하여 향을 미칠 발

전소의 위험도를 사전 평가함으로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모듈로서 정비 계획 

수립 시에 안전도 허용 범위 내에서 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지원 

도구이다. 

다음 그림은 DynaRM을 이용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일반적인 수행 절차

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먼저 보수 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수할 항목과 보수 정

보 그리고 보수 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각 기간별로 위험

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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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 결과는 그래프와 발전소 위험도인 노심 손상 빈도로 표시되는데, 노심 

손상 빈도가 허용치를 넘으면 보수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보수 시점을 변경하는 보

수 계획을 재 수립한 후에 다시 위험도를 평가하고, 허용치 보다 넘지 않으면 정비 

계획을 확정한 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러한 보수 계획 재수립은 편성된 

정비 계획으로 인한 위험도 변화가 허용치 내에서 수용 가능할 때까지 반복하여 계

속된다.

(가) 화면 설명

DynaRM의 정비 계획 스케줄러는 DynaRM의 시작 초기 화면에서 정비계획 

버튼을 누름으로써 실행시킬 수 있다. 정비계획 스케줄러가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정비 계획 스케줄러 창이 수행된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림의 상단은 리스크 

프로파일로써 정비 계획으로 인한 리스크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화면이다. 또

한 하단의 Gantt차트는 각 정비계획 및 정비 기간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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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비계획관리

1) 정비 계획의 추가

가) Task관리자의 Task 관리 메뉴의 하부에 있는 Task 추가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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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ask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Task 추가하기 입력 칸이 떠오르는

데, 정비계획 관리자는 새롭게 추가할 정비계획번호(Task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

튼을 누른다.

 

TaskID를 추가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Task 정보 수정 창이 떠 오른다. 하나

의 정비보수계획을 입력하려면, 첫째, 해당 Task의 정비로 인한 이용 불능 기간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고, 둘째, 해당 정비로 인하여 이용 불가능한 기기 정보

를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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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TaskID 추가를 수행하면 정비시점과 정비종료점에 대하여는 기본

적으로 DynaRM이 수행되는 현재 날짜의 정보가 입력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

자는 Task정보 수정 창에서 정비시작일시와 정비 종료일시에 대하여 수정을 하면 

된다. 

또한 해당 정비에 대한 이용불능기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Task 수정창의 

OOS기기정보 항목의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이용 불가능한 기기들을 추가하면 된

다. 

2) 정비 계획 수정

정비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하고자하는 정비계획번호를 선택한 후에 

Task관리 메뉴의 수정 버튼을 누른다. 이때 DynaRM은 다음 그림과 같은 Task 수

정 창을 띄워주는데, 사용자는 이 창으로부터 해당 정비 Task에 대한 정비일시 및 

정비 기기들의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정비 기기의 수정은 새로운 정비 대상 기기

를 추가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목록에 있는 정비 대상 기기를 삭제할 수도 있다. 

DynaRM에서 정비 Task 수정 창은 앞에 설명한 정비 계획 추가 시와 정비 계

획 수정 시에 동일한 창을 사용하므로, 사용자가 쉽게 익숙해 질 수 있으며, 정비 

기기 추가 창 또한 DynaRM의 주 상단 기능중의 하나인 위험도 감시 모듈의 자료

관리부의 이용불능기기 추가 상세 화면 창과 거의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도록 

구현하 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용법 숙지 및 이용에 큰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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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 계획 삭제

정비계획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하고자하는 정비계획번호를 선택한 후에 

Task관리 메뉴의 삭제 버튼을 누른다. Task가 삭제되기 전에 DynaRM은 실제로 

삭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는데, 여기서 동의하면 해당 정비계획 항목은 

DynaRM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삭제되게 된다. 

여기서 정비계획의 삭제라 함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비Task번호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비에 대한 각종 관련 정보 즉 정비 시작/종료일시 및 해당 이

용불능기기에 대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완전히 삭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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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비계획삭제를 한번 수행한 후에는 다시 복구 할 수 없으므로 삭제를 수행하기 

이전에 충분히 주의를 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다) 정비 계획 변경에 따른 위험도 재평가

DynaRM의 정비계획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변경, 추가, 삭제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비 스케줄로 인하여 노심 손상 빈도 프로파일은 필수적으

로 변경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경 예상 결과를 DynaRM을 이용하여 미리 계산

하여 보고 위험도 허용 범위 내에서 정비 계획 수립/변경을 확정시키는 것이 

DynaRM의 정비 계획 스케줄러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 계획 스케

줄이 변경되면 스케줄러의 [계산하기] 버튼을 실행시켜서 예상 리스크 프로파일을 

계산하여 볼 수 있다. 정비계획으로 인한 예상 리스크 프로파일의 재 계산이 수행

되고 나면 스케줄러 화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상/하단으로 나누어 현재 리스크 프

로파일과 예상 리스크 프로파일 차트로 분리되어 출력된다. 화면의 상단은 현재까

지의 리스크 프로파일이고, 하단의 그래프는 정비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상 리스크 

프로파일이다. 이때 정비 계획 수립 담당자는 하단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참조하여 

위험도 허용 범위 초과 여부 및 일정을 참조하여 실제 정비 계획으로 확정하거나 

혹은 취소하여 정비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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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스키마 - 테이블

테이블 이름 형식 크기

Eq_Be

System 텍스트 10

Train 텍스트 50

TagNo 텍스트 30

BE 텍스트 20

Desc 텍스트 120

주Event 텍스트 20

참고 텍스트 120

비고 텍스트 120

Eq_OOS

ID 정수(Long) 4

기기 텍스트 50

기기종류 텍스트 14

정지일시 날짜/시간 8

복귀일시 날짜/시간 8

정지사유 텍스트 50

비고 텍스트 255

Eq_OOS_Hotspot

ID 정수(Long) 4

기기 텍스트 50

기기종류 텍스트 14

정지일시 날짜/시간 8

복귀일시 날짜/시간 8

정지사유 텍스트 50

비고 텍스트 255

교체운전기기

ID 정수(Long) 4

계통 텍스트 50

분류 텍스트 50

기기 텍스트 50

상태 텍스트 50

BE 텍스트 50

기기운전모드

ID 정수(Long) 4

System 텍스트 50

Train 텍스트 50

TagNo 텍스트 50

Status 정수(Long) 4

보수우선순위

ID 정수(Long) 4

TagNo 텍스트 50

RRW 실수(Single) 4

가동시CDF 실수(Single) 4

ReturnToService 예/아니오 1

RiskLevel 텍스트 50

환경변수

ID 정수(Long) 4

BE 텍스트 50

분류 텍스트 50

설명 텍스트 255

설정치 텍스트 50

설정기준 텍스트 50

 CDF계산결과

ID 정수(Long) 4

계산일시 날짜/시간 8

노심손상빈도 실수(Single) 4

이용불능기기 메모 -

strOosItems 메모 -

nOosItems 정수(Lo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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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이름 형식 크기

 CDF계산결과

ID 정수(Long) 4

계산일시 날짜/시간 8

노심손상빈도 실수(Single) 4

이용불능기기 메모 -

strOosItems 메모 -

nOosItems 정수(Long) 4

비고 메모 -

Sched_CDF

계산결과

ID 정수(Long) 4

계산일시 날짜/시간 8

노심손상빈도 실수(Single) 4

이용불능기기 메모 -

strOosItems 메모 -

nOosItems 정수(Long) 4

TaskID 텍스트 50

TaskType 텍스트 50

비고 메모 -

CalcID 정수(Long) 4

Sched_CDF

계산정보

CalcID 정수(Long) 4

BATCH계산시점 날짜/시간 8

CalcType 텍스트 50

Sched_List

ID 정수(Long) 4

TaskID 텍스트 50

정지일시 날짜/시간 8

복귀일시 날짜/시간 8

비고 텍스트 255

Sched_OOS

ID 정수(Long) 4

기기 텍스트 50

TaskID 텍스트 50

비고 텍스트 50

 Sched_

TaskInfo

ID 정수(Long) 4

TaskID 텍스트 255

기기 텍스트 50

기기종류 텍스트 14

정지사유 텍스트 50

비고 텍스트 255

환경설정

ID 정수(Long) 4

CutOffValue 텍스트 50

nReport 텍스트 50

FtLogicFile 텍스트 50

OosFile 텍스트 50

AltFile 텍스트 50

EnvFile 텍스트 50

HraRecoveryFile 텍스트 50

HraRuleFile 텍스트 50

RecoveryFile 텍스트 50

RawFile 텍스트 50

FreFile 텍스트 50

UpperBound 텍스트 50

LowerBound 텍스트 50

OosValue 텍스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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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스키마 - 퀴리

퀴리명 SQL

vwCurrentCDF

SELECT  TOP 1 CDF계산결과.노심손상빈도 AS CurrentCDF, 

CDF계산결과.ID,CDF계산결과.계산일시,CDF계산결과.이용불능기기 

FROM CDF계산결과 

ORDER BY CDF계산결과.ID DESC;

vwOosBeComp

SELECT vwOosItem.기기, vwOosItem.기기종류, Eq_Be.BE

FROM vwOosItem 

INNER JOIN Eq_Be ON vwOosItem.기기 = Eq_Be.TagNo;

vwOosBeSystem

SELECT vwOosItem.기기종류, vwOosItem.기기, Eq_Be.BE

FROM vwOosItem 

INNER JOIN Eq_Be ON vwOosItem.기기 = Eq_Be.System;

vwOosBeTrain

SELECT vwOosItem.기기종류, vwOosItem.기기, Eq_Be.BE

FROM vwOosItem 

INNER JOIN Eq_Be ON vwOosItem.기기 = Eq_Be.Train;

vwOosItem SELECT * FROM Eq_Oos WHERE 복귀일시 is null;

vwOosRrw

SELECT [보수우선순위].[RRW], [vwOosItem].[기기], 

[vwOosItem].[정지일시], [vwOosItem].[기기종류]

FROM 보수우선순위 

INNER JOIN vwOosItem ON [보수우선순위].[TagNo]=[vwOosItem].[기기]

ORDER BY [보수우선순위].[RRW] DESC;

vwSched_All

SELECT * FROM [vwSched_Bis]

UNION 

SELECT * FROM [vwSched_Oos] ORDER BY [일자];

vwSched_Bis
SELECT Sched_list.TaskID, Sched_list.복귀일시 AS 일자, "BIS" AS 종류

FROM Sched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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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리명 SQL

vwSched_

CDF4LastTaskID

SELECT Sched_CDF계산결과.*

FROM Sched_CDF계산결과

WHERE calcID in (SELECT TOP 1 Sched_CDF계산정보.CalcID

FROM Sched_CDF계산정보

WHERE (((Sched_CDF계산정보.CalcType)="final"))

ORDER BY Sched_CDF계산정보.CalcID DESC

vwSched_Oos
SELECT Sched_list.TaskID, Sched_list.정지일시 AS 일자, "OOS" AS 종류

FROM Sched_list;

vwSched_

OosBeComp

SELECT Sched_OOS.기기, Eq_Be.BE

FROM Sched_OOS 

INNER JOIN Eq_Be ON Sched_OOS.기기=Eq_Be.TagNo;

vwSystem

SELECT DISTINCT [System]

FROM EQ_BE

WHERE System is not null ORDER BY [system];

 vwTrain

SELECT DISTINCT [Train]

FROM EQ_BE

WHERE Train is not null ORDER BY [Train];

 vw교체운전

CCW

SELECT 교체운전기기.*

FROM 교체운전기기

WHERE (((교체운전기기.계통)="CCW"));

vw교체운전

CVCS

SELECT 교체운전기기.*

FROM 교체운전기기

WHERE (((교체운전기기.계통)="CVCS"));

vw교체운전

ECW

SELECT 교체운전기기.*

FROM 교체운전기기

WHERE (((교체운전기기.계통)="E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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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리명 SQL

vw교체운전

ESW

SELECT 교체운전기기.*

FROM 교체운전기기

WHERE (((교체운전기기.계통)="ESW"));

vw교체운전

IA

SELECT 교체운전기기.*

FROM 교체운전기기

WHERE (((교체운전기기.계통)="IA"));

vw교체운전

PCW

SELECT 교체운전기기.*

FROM 교체운전기기

WHERE (((교체운전기기.계통)="PCW"));

vw교체운전

TBCCW

SELECT 교체운전기기.*

FROM 교체운전기기

WHERE (((교체운전기기.계통)="TBCCW"));

vw교체운전

TBOCW

SELECT 교체운전기기.*

FROM 교체운전기기

WHERE (((교체운전기기.계통)="TBO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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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기 - 기본 사건 매핑 테이블(Instrument Air System) 

시스템 TagNo 기본 사건 설명

IAS 3596M-CM01 IAACRCM01A AIR COMPRESSOR CM01 FAILS TO RUN

IAS 3596M-CM02 IAACRCM02B AIR COMPRESSOR CM02 FAILS TO RUN

IAS 3596M-ZM01 IAADYAD12A
AIR DRYER PACKAGE A (AD01 & AD02) 

FAILS TO OPERATE

IAS 3596M-ZM02 IAADYAD34B
AIR DRYER PACKAGE B (AD03 & AD04) 

FAIL TO OPERATE

IAS 3596M-FT01A IAFLPFT01A
AIR COMP. SUCTION LINE FILTER FT01A 

FAILS TO OPERATE

IAS 3596M-FT01B IAFLPFT01B
AIR COMP. SUCTION LINE FILTER FT01B 

FAILS TO OPERATE

IAS 3596M-FT03A IAFLPFT03A PRE FILTER FT03A FAILS TO OPERATE

IAS 3596M-FT03B IAFLPFT03B PRE FILTER FT03B FAILS TO OPERATE

IAS 3596M-FT04A IAFLPFT04A AFTER FILTER FT04A FAILS TO OPERATE

IAS 3596M-FT04B IAFLPFT04B AFTER FILTER 04B FAILS TO OPERATE

IAS 3596M-TK01 IATKBTK01A AIR RECEIVER 01T FAILS CATASTROPHICALLY

IAS 3596M-TK02 IATKBTK02B AIR RECEIVER 02T FAILS CATASTROPHICALLY

IAS 3596IA-V1004 IAACRCM01A AIR RECE TK A INLET ISO VV

IAS 3596IA-V1005 IAACRCM01A AIR RECE TK A OUTLET ISO VV

IAS 3596IA-V1008 IAACRCM02B AIR RECE TK B INLET ISO VV

IAS 3596IA-V1009 IAACRCM02B AIR RECE TK B OUTLET ISO VV

IAS 3596IA-V1010 IAFLPFT03A AIR PRE FTR A INLET VV

IAS 3596IA-V1012 IAFLPFT03A AIR PRE FTR A OUTLET VV

IAS 3596IA-V1011 IAVVO1011B MANUAL VALVE VV1011B FAILS TO OPEN

IAS 3596IA-V1013 IAVVO1013B MANUAL VALVE VV1013B FAILS TO OPEN

IAS 3596IA-V1014 IAADYAD12A IA DRYER A/B INLET ISO VV

IAS 3596IA-V1015 IAADYAD34B IA DRYER C/D INLET ISO VV

IAS 3596IA-V1016 IAADYAD12A IA DRYER A/B OUTLET ISO VV

IAS 3596IA-V1017 IAADYAD34B IA DRYER C/D OUTLET ISO VV

IAS 3596IA-V1018 IAFLPFT04A AIR AFTER FTR A INLET VV

IAS 3596IA-V1020 IAFLPFT04A AIR AFTER FTR A OUTLET VV

IAS 3596IA-V1019 IAVVO1019B
AFTER FILTER INLET MANUAL VALVE VV1019B 

FAILS TO OPEN

IAS 3596IA-V1021 IAVVO1021B

AFTER FILTER DISCHARGE MANUAL VALVE 
VV1021B 

FAILS TO OPEN

IAS 3596IA-V1027 IAAVT1027 IA SPLY PR REGUL VV

IAS 3596IA-V1028 IAVVT1028 IA SPLY PR REGUL INLET ISO VV

IAS 3596IA-V1029 IAVVT1029 IA SPLY PR REGUL OUTLET ISO VV

IAS 3596IA-V1030 IAVVO1030 IA SPLY PR REGUL B/P VV

IAS 3822E-SW02N-D2 IAACRCM02B Air Compressor

IAS 3822E-SW02M-A2 IAACRCM01A Air Compressor

IAS 3826E-MC23N-C2-12 IAADYAD34B AIR DRYER CONT PNL

IAS 3826E-MC06M-C2-14 IAADYAD12A AIR DRYER CONT P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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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기기 선택 - Hotspot 구성(Instrument Air System) 

1. 이미지 파일 생성(IAS.GIF )

생성된 P&ID 도면에 Hotspot을 생성하여 주기 위하여, Visio 프로그램의 Hyperlink 생성기

능을 이용하 다. Visio에서 생성하는 Hyper링크 기능은 HTML 표준인 IMAGEMAP 태그

를 생성하여 주므로, 각 객체(기기)들을 선택하 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Hotspot을 위해 생성된 imagemap 태그 데이터 이다. 

<BODY>

<MAP NAME="visImageMap">

<AREA SHAPE="POLYGON" ALT="3596M-ZM01" HREF="#" COORDS="424,184,501,184,501,21,424,21,424,184">

<AREA SHAPE="POLYGON" ALT="3596M-ZM01" HREF="#" COORDS="483,92,483,41,465,35,447,41,447,92,465,98,483,92">

<AREA SHAPE="POLYGON" ALT="3596M-ZM01" HREF="#" COORDS="483,165,483,112,465,106,447,112,447,165,465,171,483,165">

<AREA SHAPE="POLYGON" ALT="3596M-ZM02" HREF="#" COORDS="424,373,501,373,501,220,424,220,424,373">

<AREA SHAPE="POLYGON" ALT="3596M-ZM02" HREF="#" COORDS="483,286,483,237,465,231,447,237,447,286,465,292,483,286">

<AREA SHAPE="POLYGON" ALT="3596M-ZM02" HREF="#" COORDS="483,358,483,307,465,301,447,307,447,358,465,364,483,358">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1" HREF="#" COORDS="632,247,632,238,630,238,630,247,632,247">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1" HREF="#" COORDS="632,220,632,211,630,211,630,220,632,220">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1" HREF="#" COORDS="624,244,638,244,624,215,638,215,62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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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0" HREF="#" COORDS="632,169,632,160,630,160,630,169,632,169">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0" HREF="#" COORDS="632,142,632,133,630,133,630,142,632,142">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0" HREF="#" COORDS="624,166,638,166,624,137,638,137,624,166">

<AREA SHAPE="POLYGON" ALT="3596M-CM02" HREF="#" COORDS="66,352,96,352,96,289,66,289,66,352">

<AREA SHAPE="POLYGON" ALT="3596M-TK02" HREF="#" COORDS="208,357,208,289,188,283,168,289,168,357,188,364,208,357">

<AREA SHAPE="POLYGON" ALT="3596M-TK01" HREF="#" COORDS="210,101,210,32,191,26,172,32,172,101,191,107,210,101">

<AREA SHAPE="POLYGON" ALT="3596M-CM01" HREF="#" COORDS="68,95,97,95,97,32,68,32,68,95">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1A" HREF="#" COORDS="40,58,2,77,4,79,42,60,40,58">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1A" HREF="#" COORDS="2,60,40,79,42,77,4,58,2,60">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1A" HREF="#" COORDS="3,79,41,79,41,77,3,77,3,79">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1A" HREF="#" COORDS="3,60,41,60,41,58,3,58,3,60">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1A" HREF="#" COORDS="41,59,41,78,22,81,3,78,3,59,22,57,41,59">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5" HREF="#" COORDS="222,67,231,67,231,65,222,65,222,67">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5" HREF="#" COORDS="249,67,258,67,258,65,249,65,249,67">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5" HREF="#" COORDS="226,60,226,73,253,60,253,73,226,60">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4" HREF="#" COORDS="118,63,127,63,127,61,118,61,118,63">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4" HREF="#" COORDS="145,63,154,63,154,61,145,61,145,63">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4" HREF="#" COORDS="120,54,120,70,152,54,152,70,120,54">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30" HREF="#" COORDS="694,222,703,222,703,220,694,220,694,222">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30" HREF="#" COORDS="721,222,730,222,730,220,721,220,721,222">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30" HREF="#" COORDS="698,215,698,228,725,215,725,228,698,215">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9" HREF="#" COORDS="753,188,760,188,760,186,753,186,753,188">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9" HREF="#" COORDS="778,188,784,188,784,186,778,186,778,188">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9" HREF="#" COORDS="753,179,753,195,784,179,784,195,753,179">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7" HREF="#" COORDS="710,188,717,188,717,186,710,186,710,188">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7" HREF="#" COORDS="735,188,742,188,742,186,735,186,735,188">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7" HREF="#" COORDS="725,175,725,187,727,187,727,175,725,175">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7" HREF="#" COORDS="714,175,738,175,726,167,714,175">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7" HREF="#" COORDS="710,179,710,195,742,179,742,195,710,179">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8" HREF="#" COORDS="667,188,674,188,674,186,667,186,667,188">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8" HREF="#" COORDS="692,188,699,188,699,186,692,186,692,188">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8" HREF="#" COORDS="667,179,667,195,699,179,699,195,667,179">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4A" HREF="#" COORDS="612,87,583,132,585,134,614,89,612,87">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4A" HREF="#" COORDS="583,89,612,134,614,132,585,87,583,89">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4A" HREF="#" COORDS="584,134,613,134,613,132,584,132,584,134">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4A" HREF="#" COORDS="584,89,613,89,613,87,584,87,584,89">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4A" HREF="#" COORDS="613,88,613,133,599,139,584,133,584,88,599,82,613,88">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4B" HREF="#" COORDS="612,251,583,296,585,298,614,253,612,251">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4B" HREF="#" COORDS="583,253,612,298,614,296,585,251,583,253">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4B" HREF="#" COORDS="584,298,613,298,613,296,584,296,584,298">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4B" HREF="#" COORDS="584,253,613,253,613,251,584,251,584,253">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4B" HREF="#" COORDS="613,252,613,297,599,303,584,297,584,252,599,247,613,252">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9" HREF="#" COORDS="560,249,560,240,558,240,558,249,560,249">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9" HREF="#" COORDS="560,222,560,213,558,213,558,222,560,222">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9" HREF="#" COORDS="552,245,566,245,552,217,566,217,552,245">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8" HREF="#" COORDS="560,169,560,160,558,160,558,169,560,169">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8" HREF="#" COORDS="560,142,560,133,558,133,558,142,560,142">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8" HREF="#" COORDS="552,165,566,165,552,137,566,137,552,165">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7" HREF="#" COORDS="524,247,524,238,522,238,522,247,524,247">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7" HREF="#" COORDS="524,220,524,211,522,211,522,220,524,220">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7" HREF="#" COORDS="516,243,531,243,516,215,531,215,516,243">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6" HREF="#" COORDS="524,166,524,157,522,157,522,166,524,166">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6" HREF="#" COORDS="524,139,524,130,522,130,522,139,524,139">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6" HREF="#" COORDS="516,162,530,162,516,134,530,134,516,162">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5" HREF="#" COORDS="403,238,403,235,401,235,401,238,403,238">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5" HREF="#" COORDS="403,205,403,202,401,202,401,205,403,205">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5" HREF="#" COORDS="396,232,408,232,396,207,408,207,396,232">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4" HREF="#" COORDS="403,179,403,170,401,170,401,179,403,179">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4" HREF="#" COORDS="403,152,403,143,401,143,401,152,403,152">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4" HREF="#" COORDS="396,173,408,173,396,149,408,149,396,173">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3A" HREF="#" COORDS="345,85,318,130,320,132,347,87,345,85">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3A" HREF="#" COORDS="318,87,345,132,347,130,320,85,318,87">



부록 4-3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3A" HREF="#" COORDS="319,132,346,132,346,130,319,130,319,132">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3A" HREF="#" COORDS="319,87,346,87,346,85,319,85,319,87">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3A" HREF="#" COORDS="346,86,346,131,332,136,319,131,319,86,332,80,346,86">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3B" HREF="#" COORDS="347,250,320,295,322,297,349,252,347,250">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3B" HREF="#" COORDS="320,252,347,297,349,295,322,250,320,252">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3B" HREF="#" COORDS="321,297,348,297,348,295,321,295,321,297">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3B" HREF="#" COORDS="321,252,348,252,348,250,321,250,321,252">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3B" HREF="#" COORDS="348,251,348,296,334,302,321,296,321,251,334,246,348,25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3" HREF="#" COORDS="365,238,365,240,367,240,367,238,365,238">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3" HREF="#" COORDS="365,199,365,202,367,202,367,199,365,199">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3" HREF="#" COORDS="359,233,373,233,359,206,373,206,359,233">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2" HREF="#" COORDS="365,179,365,186,367,186,367,179,365,179">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2" HREF="#" COORDS="365,136,365,143,367,143,367,136,365,136">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2" HREF="#" COORDS="359,175,373,175,359,147,373,147,359,175">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1" HREF="#" COORDS="289,238,289,229,287,229,287,238,289,238">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1" HREF="#" COORDS="289,211,289,202,287,202,287,211,289,21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1" HREF="#" COORDS="279,237,296,237,279,203,296,203,279,237">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0" HREF="#" COORDS="289,181,289,172,287,172,287,181,289,18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0" HREF="#" COORDS="289,154,289,145,287,145,287,154,289,154">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0" HREF="#" COORDS="279,180,296,180,279,146,296,146,279,180">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1B" HREF="#" COORDS="36,313,1,333,3,335,38,315,36,313">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1B" HREF="#" COORDS="1,315,36,335,38,333,3,313,1,315">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1B" HREF="#" COORDS="2,335,37,335,37,333,2,333,2,335">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1B" HREF="#" COORDS="2,315,37,315,37,313,2,313,2,315">

<AREA SHAPE="POLYGON" ALT="3596M-FT01B" HREF="#" COORDS="37,314,37,334,19,336,2,334,2,314,19,311,37,314">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3" HREF="#" COORDS="375,401,381,401,381,399,375,399,375,40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3" HREF="#" COORDS="399,401,404,401,404,399,399,399,399,40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3" HREF="#" COORDS="371,391,371,409,408,391,408,409,371,39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4" HREF="#" COORDS="314,401,325,401,325,399,314,399,314,40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4" HREF="#" COORDS="360,401,371,401,371,399,360,399,360,40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4" HREF="#" COORDS="341,387,341,400,343,400,343,387,341,387">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4" HREF="#" COORDS="329,387,356,387,342,378,329,387">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14" HREF="#" COORDS="325,391,325,409,360,391,360,409,325,39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2" HREF="#" COORDS="279,401,286,401,286,399,279,399,279,40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2" HREF="#" COORDS="304,401,311,401,311,399,304,399,304,40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22" HREF="#" COORDS="276,391,276,409,314,391,314,409,276,391">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9" HREF="#" COORDS="222,324,231,324,231,322,222,322,222,324">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9" HREF="#" COORDS="249,324,258,324,258,322,249,322,249,324">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9" HREF="#" COORDS="223,315,223,331,256,315,256,331,223,315">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8" HREF="#" COORDS="96,324,123,324,123,322,96,322,96,324">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8" HREF="#" COORDS="141,324,168,324,168,322,141,322,141,324">

<AREA SHAPE="POLYGON" ALT="3596IA-V1008" HREF="#" COORDS="115,315,115,331,148,315,148,331,115,315">

</MAP>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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