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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근래에 들어 전력 산업의 비규제화(De-regulation) 환경하에서 원전의 타 발전원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원전의 위험도

(Risk) 정보와 성능(Performance) 정보를 이용하여 원전 원전에 사용되는 재원

(Resources)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Risk-

informed/Performance-based Operation)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도/성능 기

반 운영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는 스페인, 헝가리 등 많은 유럽 

국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원전의 운영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은 기본적으로 원전의 설계, 운영 및 정비/보수 등 다양한 정

보를 이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결과,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 결과, 

기타 전문가 의견 및 원전의 운전 이력 등 위험도 및 성능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

하여 원전의 운영을 좀더 효과적/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즉, 위험도 및 

성능 정보를 이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Safety Significant) 것

으로 파악된 기기, 계통, 구조(System, Structure & Component: SSC)에는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여하여 해당 SSC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원전 안전성에의 영향이 크

지 않는(Non-Safety Significant) 것으로 파악되는 SSC에 대하여서는 투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원전의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서는 PSA 결과가 원전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

(Decision-Making)의 가장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위험도/

성능 기반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의사 결정에 필요한 PSA 결

과의 정확성/일관성 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PSA는 분석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분석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자료도 매우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오기때문에, PSA 결과의 정확성은 분석자 및 

분석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범위에 걸쳐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서 PSA 결과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PSA 모델이 어느 수준의 

의사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가하는, 즉 PSA의 품질(Quality)에 대한 어떤 척도

(Measure)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PSA의 품질에 대한 우려는 특히 미국과 같이 다양한 

원자로형과 많은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 산업계와 규제 기관에서는 PSA 품질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현재 미국에서 PSA의 품질 검토를 위하여 



 

 iii

사용되고 있는 지침서는 미국 산업계(Nuclear Energy Institute: NEI)가 개발한 

NEI PRA Peer Review Process Guidance와 규제 기관인 NRC(Nuclear 

Regulatory Committee)가 미국 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에 의뢰하여 개발한 ASME PRA Standard가 있다. 두 지침서는 

기본적으로는 작성된 배경 및 목적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매우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ASME PRA Standard는 주로 정성적인 선언이 많은 반면에 NEI PRA 검토 

지침서는 실제 점검표(Check List)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검토에 좀 더 유

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추후에는 ASME PRA Standard가 PSA 품질 

결정을 위한 기본 지침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원

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허용정지시간 연장, 위험도 정보 활용 가동 중 검사와 같은 

과제가 현재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국내 PSA 모델의 품질이 이와 같은 

작업에 적절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

어 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PSA 모델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국내에 위험도/

성능 기반 운영을 도입함에 있어 가장 기반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SME PRA Standard에 기반하여 국내 PSA 모델의 품질 검토를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토 대상 PSA 모델로는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모델을 

선정하였다. 이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울진 3,4호기가 최초의 표준 원전으로 울진 

3,4호기 PSA 모델이 이후 표준 원전 계열 PSA 모델의 기본 모델로 사용되었기 때

문이다. 또한,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모델은 인허가 이후에도 현장 설계 변경 

사항 및 국내 경험 자료의 일부 반영 등 현재 국내에 있는 PSA 모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PSA 모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검토에는 한국원자력기술㈜, 전력연구원 등 산업체의 PSA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PSA 전문가도 규제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를 하

였다. 또한, 외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을 하였다. 

각 분야의 검토 수행 결과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은 대략 NEI 

PRA 검토 지침서의 2~3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문서화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PSA에 사용된 신뢰

도 자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NEI PRA 검토 지침서의 몇가지 

요건은 국내와 미국의 환경 차이로 인하여 요건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

었다.  

본 연구는 NEI PRA 검토 지침서의 3 등급에 속하는 PSA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을 3 등급에 상응하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도출을 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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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앞에서 기술한 국내 신뢰도 자료와 관련된  제한점 및 국내외 미국의 환경 차

이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요건이 있는 관계로 모든 요건에 있어 3 등급을 만족시키

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이외의 기타 요건에 있어서는 3등급

을 만족시키는 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국내 PSA 

모델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보고서 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PSA 모델의 보완 작

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보완 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개선된 모델의 검토를 재수행

하여 개정된 모델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2차로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 PSA 모델에 대하여 ASME PRA Standard에 기반한 검토 결과는 한

국원자력연구소의 별도 기술 보고서로 출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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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ecently, under the de-regulation environment, nuclear industry has attempted 

various approaches to improve the economics of Nuclear Power Plants (NPP). 

One of these efforts is the risk informed/performance-based operation (RIPBO).  

This approach uses the risk and performance information to manage the 

resourc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at are used in the operation of NPP. 

RIPBO has started from ’90s in U.S.A., and recently many European countries 

such as Spain, Hungary have adopted this approach. 

In RIPBO, utility invested more resources to the SSC (System, Structure & 

Component) which are important to the safety of NPP, and reduced the 

unnecessary burden based on the risk and performance information.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lays the major role in RIPBO, because PSA 

provided the risk insight with the utility. That is, PSA is the main tool for 

decision making in RIPBO. Hence, in order to adopt RIPBO approach, the 

accuracy of PSA result is to be guaranteed.  

We can perform PSA via various methodology and data sources. The PSA result 

can have the wide range of uncertainty. Therefore, in order to get the accurate 

and consistent results from PSA, we need a kind of standard to evaluate the 

quality of PSA. The nuclear industry and regulatory body of U.S.A have 

developed a kind of guidance to fulfill such requiremnts. NEI (Nuclear Energy 

Institute) has developed a guidance called “NEI PRA Peer Review Process 

Guidance,” and NRC (Nuclear Regulatory Committee) and ASME have developed 

the “ASME PRA Standard.” Both guidances have many common parts, on the 

other hand, they also show some differences in details: ASME PRA Standard 

consists of qualitative statements, and NEI PRA Peer Review Guidance provides 

the checklist with users. In USA, it is expected that ASME standard would be 

the main guidance. 

In Korea, several projects are on going now such as the extension of AOT/STI 

of RPS/ESFAS, risk-informed In-service Inspection (RI-ISI). However, in Korea, 

there have been no attempts to evaluate the quality of PSA model itself. 

Therefore, we cannot be sure about the quality of domestic PSA model whether 

or not the present PSA model can be used for the risk-informed applications 

such as mentioned above. We can say that the evaluation of PSA model quality 

is the basis for the RIPBO.  



 

 vi

In this report, we have evaluated the quality of PSA model for Ulchin 3&4 units 

based on the NEI PRA Peer Review Process Guidance. We, also, have derived 

what items are to be improved to upgrade the quality of PSA model and how it 

can be improved. This report can be used as the base of RIPBO work in Korea. 

The review result based on ASME PRA Standard is published as the separated 

technical report of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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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근래에 들어 전력 산업의 비규제화(De-regulation) 환경하에서 원전의 타 발전원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원전의 위험도

(Risk) 정보와 성능(Performance) 정보를 이용하여 원전 원전에 사용되는 재원

(Resources)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Risk-

informed/Performance-based Operation)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도/성능 기

반 운영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는 스페인, 헝가리 등 많은 유럽 

국가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원전의 운영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1-2].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은 기본적으로 원전의 설계, 운영 및 정비/보수 등 다양한 정

보를 이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결과,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 결과, 

기타 전문가 의견 및 원전의 운전 이력 등 위험도 및 성능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

하여 원전의 운영을 좀더 효과적/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즉, 위험도 및 

성능 정보를 이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Safety Significant) 것

으로 파악된 기기, 계통, 구조(System, Structure & Component: SSC)에는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여하여 해당 SSC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원전 안전성에의 영향이 크

지 않는(Non-Safety Significant) 것으로 파악되는 SSC에 대하여서는 투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원전의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 중 가장 먼저 산업체에 적용이 시작된 현장 활용 방안은 비상 

발전기(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와 같은 주요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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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차등 품질 보증(Graded Quality Assurance: GQA), 비상노심냉각

계통의 설계 요건 재정의 등 원자력 관련 규제 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

에 이르렀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서는 PSA 결과가 원전의 운영

과 관련된 의사 결정(Decision-Making)의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서는 의사 결

정에 필요한 PSA 결과의 정확성/일관성 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PSA는 분석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분석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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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매우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PSA 결과의 정확성은 분석자 및 

분석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범위에 걸쳐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서 PSA 결과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PSA 모델이 어느 수준의 

의사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가하는, 즉 PSA의 품질(Quality)에 대한 어떤 척도

(Measure)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PSA의 품질에 대한 우려는 특히 미국과 같이 다양한 

원자로형과 많은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 산업계와 규제 기관에서는 PSA 품질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 현재 미국에서 PSA의 품질 검토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지침서로는 미국 산업계(Nuclear Energy Institute: NEI)가 개발한 

NEI PRA Peer Review Process Guidance[3]와 규제 기관인 NRC(Nuclear 

Regulatory Committee)가 미국 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에 의뢰하여 개발한 ASME PRA Standard[4]가 있다. 두 지침서

는 기본적으로는 작성된 배경 및 목적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매우 많은 공통점을 갖

고 있지만, ASME PRA Standard는 주로 정성적인 선언이 많은 반면에 NEI PPR 

Guidance는 실제 점검표(Check List)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검토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향후 ASME PRA Standard가 PSA 품질 검토를 

위한 기본 지침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NEI 

지침서는 PSA 평가 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PSA 모델의 평가 및 보완에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원

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허용정지시간 연장, 위험도 정보 활용 가동 중 검사와 같은 

과제가 현재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국 DOE와의 국제 공동 과제에서 

System 80+ 기반 PSA 모델에 대한 품질 평가가 일부 수행된 바는 있으나[5], 국

내 PSA 모델의 품질이 이와 같은 작업에 적절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객

관적이고도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 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PSA 모델의 품

질에 대한 평가는 국내에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을 도입함에 있어 가장 기반이 되

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 PSA 모델의 품질 검토를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토 대상 PSA 모델로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모델을 선정하였다. 

이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울진 3,4호기가 최초의 표준 원전으로 울진 3,4호기 PSA 

모델이 이후 표준 원전 계열 PSA 모델의 기본 모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모델은 인허가 이후에도 현장 설계 변경 사항 및 국내 

경험 자료의 일부 반영 등 현재 국내에 있는 PSA 모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PSA 

모델일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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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NEI PRA 검토 지침서에 근거하여 PSA 모델의 품질을 검

토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의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한 국내 PSA 모델 

등급 평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별도 기술보고서로 출간되었다[6].  

NEI PRA 검토 지침서에 근거한 검토 결과 현재 울진 3,4호기 PSA  모델은 NEI 

PRA 검토 지침서를 기준으로 2~3 등급 사이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PSA 모델의 등급 평가와 더불어 국내 PSA 모델이 현재의 

일반적인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등급을 갖기 위하여 보

완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도 도출을 하였다. 본 보고서는 향후 국내에서 위험도

/성능 기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PSA 품질을 확인하는 데 기본 자

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검토에는 한국원자력기술㈜, 전력연구원 등 산업체의 PSA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PSA 전문가도 규제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를 하

였다. 또한, 외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

한 노력을 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내 PSA 모델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보고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

후 PSA 모델의 보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보완 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개선된 

모델의 검토를 재수행하여 2차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는 검토의 대상이 되었던 울

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의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을 하였다. 제3

장에는 NEI PRA 검토 지침서에 대한 일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4장에는 

분야별 검토 결과가 기술되어 있으며, 제5장에는 종합 검토 의견을 기술하였다. 마

지막으로 제6장에 결론을 기술하였다.  

부록 A에는 NEI PRA 검토 지침서의 세부 요건별 평가 결과가 나와 있다. 또한 부

록 A에는 영문 요건 및 한글 번역본이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아직 국내에서 관

련 용어의 정의 등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요건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

기 쉽게하기 위한 것이다.  

본 검토는 단지 1단계 내부 사건 PSA에 대한 기술 분야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검토에서 제외된 기술 분야에 대한 검토는 2차 검토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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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모델 개요 
본 보고서에서는 검토 대상 PSA 모델로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모델을 선정하

였다. 이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울진 3,4호기가 최초의 표준 원전으로 울진 3,4호

기 PSA 모델이 이후 표준 원전 계열 PSA 모델의 기본 모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모델은 인허가 이후에도 현장 설계 변경 사

항 및 국내 경험 자료의 일부 반영 등 현재 국내에 있는 PSA 모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PSA 모델일 것으로 예상되기 떄문이다.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모델은 울진 3,4호기 건설 단계에서 운전허가

(Operating License: OL) 지원용으로 사용된 PSA 모델을 바탕으로 기술 지침서 개

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도 정보 규제 및 활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된 모델

이다.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기 배열 상태에 따른 

CDF(Core Damage Frequency)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모델이므로 기기 배

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건들의 선택에 따라 전통적인 CDF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가질 수 있다. 표 1은 인허가용 PSA 모델과 Risk Monitor 모델간의 특징 및 차이

점을 기술하고 있다. 각 모델의 특성을 살펴보면, 결국 인허가용 PSA 모델이 일반

적(Generic) PSA모델인 반면 Risk Monitor 모델은 발전소 고유의(Plant-specific) 

PSA 모델임을 알수있다[7].  

 

표 1.  울진 3,4호기 인허가용 PSA 모델과 Risk Monitor용 모델의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인허가용 Risk Monitor 용  비고 

개발 목적 인허가 지원 연속적인 위험도 감시   

설계자료 동결일 1994. 9 2001.7  
시운전 이후 890 여건의 설계

변경 내용 검토후 반영 

신뢰도 자료 일반 신뢰도 자료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KIND[8-9] 참조 

모델링 접근방법 ET/FT linking Integrated FT (one top FT 모델)  

 

표 2는 인허가용 PSA 모델과 Risk Monitor 모델간의 CDF 정량화 결과를 비

교한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허가용 PSA 모델과 Risk Monitor 모델간

의 CDF 는 각각 8.25e-6/RY, 7.77e-6/RY으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며(약 5.8% 

감소), 초기 사건별 CDF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보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CDF 정량화 결과의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

에서 찾을 수 있다. 

 발전소 고유의 초기 사건 빈도 자료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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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고유의 기기 고장 경험 자료를 반영한 기기 신뢰도 자료 사용 

 현재의 설계를 바탕으로 PSA 내부사건 분석 모델의 업데이트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해 개발된 RPS/ESFAS 신뢰도 상세 모델의 추가 

 전기 관련 회복 조치 분석의 단순화 (인허가용 PSA 모델의 경우 최소 단절 집

합 수준의 매우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였으나 Risk Monitor 모델에서는 6가지의 

규칙으로 보다 보수적인 단순 규칙을 적용함. 그 결과 발전소 정전 사고(SBO; 

station blackout)을 포함한 LOOP에 기인한 CDF의 증가를 가져옴) 

표 2. 울진 3,4호기 인허가용 모델과 Risk Monitor용 모델 정량화 결과 비교 주1) 

 Risk Monitor 용 모델 인허가용 모델 

CDF CDF IE 그룹 IE 주 2) IE 빈도 

(/RY) 평균 백분율

IE 빈도 

(/RY) 평균 백분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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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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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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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 그룹 

소계  3.84E-06 49.43  4.95E-06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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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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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ient 

그룹 

소계  3.93E-06 50.57  3.30E-06 40.1  

총 노심손상빈도  7.77E-06 100.00  8.25E-06 100  

주 1) IE 빈도 및 평균값은 점추정치 

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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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 ATWS 의 사고 경위 중 PSV 열림고착 (stuck open) 은 MLOCA 에 포함함. 

주 4) ATWS 의 사고 경위 중 consequential SGTR 은 SGTR 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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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NEI PRA 전문가 검토 지침서 개요  

제1절 개요 

NEI에서 발간한 PRA 검토 지침서는 PSA 전문가의 검토 수행 및 수행 결과 문서

화를 위한 지침으로 작성되었다[3]. 이 지침서는 원래 BWROG(Boiling Water 

Reactor Owners Group)에서 개발하여 사용해 온 PSA 검토 과정을 기반으로하여 

개발되었으며, 현재 BWROG에서 이 지침서를 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PSA 검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PSA의 기술 수준 및 적용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을 일관

성 있고 일률적으로 제공. 

 발전소간에 PSA에 관한 개념과 기술 등의 상호 교환을 통하여 효과적인 PSA

를 수행하는 기반 제공. 

 발전소 위험도에 대한 이해 및 위험도 정보 활용 수행 시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해 일관성 있는 처리 방법 제공. 

PSA 검토 과정에서는 표준화된 검토 지침서를 바탕으로 PSA 분야의 전문가인 

PSA팀 및 계통 분석자 등이 주축이 되어서 PSA의 기술적인 요소와 평가 결과 등

을 검토하게 된다.  검토 대상 분야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PSA 모델의 보수 및 

개정에 관한 평가이며, 이는 앞으로 PSA 결과가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발전소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 검토는 원래 BWROG에서 검토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수행되었으며, 각 산업

체 간의 기술적인 정보 교환은 사업체간의 직접 정보 교환이나 NEI Risk Based 

Applications Task Force(RBATF)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정보 교환을 

통해서 사업체는 위험도 정보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등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제2절 범위 

PSA 전문가 검토란 현재의 PSA 수준 및 앞으로 수행될 PSA 보수 및 개정 과정 

등을 검토하는 일련의 평가 과정이다.  검토자는 아래에 언급된 검토 과정을 통하

여 PSA의 각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등급(Grade)을 부여한다.  

PSA 활용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

다. 

 PSA 조직(PSA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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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층의 관심(Management attention) 

 PSA 그룹과 다른 조직간의 의사 교환(Communication between the PSA group 

and other parts of the organization) 

 PSA 기술의 적합성 (PSA technical adequacy) 

 보수 및 개정 과정이 포함된 Living PSA (Living PSA process including 

maintenance and updates) 

앞의 3개 항목은 각 발전소의 조직 관리 측면이며, 뒤의 2개 항목은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초점이 되는 사항이다. 

NEI PSA 검토 지침서에서 사용되는 전문가 검토 방법은 체크리스트 표를 사용하여 

11개의 주요 기술적 분야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부사건 

(Internal Events), 내부 홍수(Internal Flooding) 및 대량조기누출빈도(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에 초점을 맞춘 격납용기 성능(Containment 

Performance) 등이 포함된다. 

제3절 배경 

NEI가 PSA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수행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된 PSA 모델 구축에 관한 각 사업체간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이 활동

은 주로 NRC 및 각 사업체 주도 하에 수행되었음. 

 초기에는 BWROG의 검토 과정을 통해 발전되었으며, 사용된 검토 과정이 

NEI(Nuclear Energy Institute) RBATF(Risk Based Applications Task Force)

의 검토를 거쳐 각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검토가 수행되었음. 

 이런 검토 과정은 각 사업체간의 정보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었음.  

 NRC는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해 약 2년간 Regulatory Guides/Standard 

Review Plans을 수행하였음.  

 위험도 정보 차등 품질 평가, 위험도 정보 가동 중 검사 및 기술 지침서 개정 

등의 분야에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도 정보 활용이나 규제 측면에서 보면 발전소 PSA 품질 확보가 가

장 급선무인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검토 과정을 통한 PSA 품질 개선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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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검토 과정 

NEI 지침서에 기반한 검토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다.  우선 첫 번째 과정으로서, 전문가 검토를 받기 전에 

사업자 측에서 자신의 PSA에 대한 자체 평가 및 기타 준비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두 번째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전문가 검토가 수행된다. 

PRA Peer
Review Process
Familiarization

Perform  Pre-Peer-Review
Assessment

Use the certification checklists, and
integrate related Owners Group-
specific activities, such as:

Perform PRA
Peer Review

Document Rationale for
Accepting Issue/

Plan for Revising

Issues
Exist

Okay ?

WOG: PRA Comparisons Data Base

B&WOG: PRA Comparisons DataBase,
PRA Comparisons

CEOG: PRA Cross-comparisons
Assumption or Develop

 

그림 1. 전문가 검토 과정 

1. 사전 검토 

각 사업체에서 앞으로의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해 PSA에서 보완하여 할 사항을 사

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 및 독립 검토 과정을 위해 준비하는 활동을 말하

며, 주로 전문가 검토 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자체 평가를 수행한다. 

Westinghouse Owners Group(WOG)에서 추천하고 있는 전문가 검토 전 자체 평가 

과정이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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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Utility and
Reviewers Receive
PSA Certification

Process Background
Material and Training

Self Assessment
Step 1

Host Performs Review
of PSA Documentation

Availability and
Completeness

(using documentation
checklist process)

Upgrade, or
Develop Plan for

Upgrading,
Documentation for
Specific Elements,

As Needed;

Self Assessment
Step 2

Host Performs Checks of
PSA Technical Information

Against WOG PSA
Comparisons Database,
WOG LERF definition

(and other WOG criteria as
appropriate) Document

Acceptability of
Unique Info /

Assumptions, or
Develop Plan for

Revising or
Alternative Approach
to Meeting Affected

Quality Requirements

Self Assessment
Step 3

Host Reviews PSA
Technical Elements per

Certification Process
Guidance (and eventual

ASME Std)

Self Assessment
Step 4

Host Utility
Documents Assessed

Strengths &
Weaknesses Relative

to Planned
PSA Applications

(Optional)

Ready for PSA
Certification Peer

Review

(Upgrade/Develop
Plan for Upgrading

Elements)
(Optional Prior to

Peer Review)

(Additional Reviewer
Training/ Calibration
Prior to Review)

 

 

 

그림 2. 전문가 검토 전 사업자의 자체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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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A 전문가 검토 과정 

NEI 지침서에 따른 외부 전문가 검토과정이 그림 3에 개략적으로 나와 있다. 각 

Step별 상세 내용은 아래에 기술 되어 있다. 또한, NIE 지침서에 따를 때의 일반적

인 검토 일정이 그림 4에 나와 있다.  

 

STEP 1: Gather Plant and PRA Information

STEP 2: Review Plant and PRA Information

STEP 3: Interact with PSA Group to Obtain
Overview of PSA

STEP 4: Examine Each Level 1 PRA
Element Using Questions and Checklists

STEP 5: Verify Spatial Dependencies via
Walkdown

STEP 7: Examine the Level 2 PRA
Elements

STEP 8: Examine the PRA Maintenance
and Update Process

STEP 9: Develop Preliminary Findings and
Certification Results

STEP 10: Conduct Closeout Meeting

STEP 11: Provide Final Documentation of
the Review

STEP 6: Examine Results of a PRA
Sensitivity Run Performed During Review

OFFSITE

OFFSITE

ONSITE

Utility
Presentations

Checklists

PRA Group
Evaluation of
Example

Checklists

Checklists

 

그림 3. 전문가 검토 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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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 발전소 및 PSA 정보 수집 

적어도 발전소 현장 검토 일주일 전에 사업자측 PSA 책임자는 전문가 검토팀에게 

예비 검토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Step 2 : 발전소 및 PSA 정보 검토 

전문가 검토팀은 사업자가 제출한 PSA 문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Step 3 : PSA 개요를 얻기 위해 PSA 그룹과 상호 협조 

사업자측 PSA 팀은 해당 발전소 PSA의 주요 기술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Step 4 : 질문과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level 1 PSA 요소를 평가 

검토는 체크리스트 표를 이용하여 상세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하는 단계이다. 

최종 결과물은 각 기술적 분야 및 하부 요건별로 부여된 등급 판정 결과이다.  

 Step 5 : 발전소 현장 답사를 통한 공간 종속성 확인 

새로운 사고 경위의 도출, 확인된 사고 경위의 빈도 변화 및 사고 경위를 바뀌게 

할 수 있는 공간 종속성 문제 등은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다. 

 Step 6 : 검토 중 수행한 민감도분석 결과 검토 

검토 시 제기되었던 PSA 결과에 대한 의문 사항 등은 현장에서 PSA 모델을 사용

하여 직접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확인한다.  

 Step 7 : Level 2 PSA 요소 검토 

LERF에 초점을 맞추어 격납용기 성능 등에 관한 문제를 확인한다. 

 Step 8 : PSA 보수 및 개정 과정 검토 

발전소의 현 상태를 PSA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발전소 절차서 및 현장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의 과정을 이행함으로써, PSA 활용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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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9 : 예비 검토의 문제점 파악 및 결과 해석 

예비 검토시 문제화 되었던 사항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결과 등을 예비 보고서 형

태로 작성한다. 또한 각 기술 분야 팀별로 각 요소별 등급에 대한 최종적인 등급 

판정 결정 및 체크리스트를 완결한다. 

 Step 10 : 검토 종결 

예비 검토시 문제화 되었던 사항 및 검토팀 보고서를 사업자측에 최종 보고함으로

써 현장 검토를 종결한다. 

 Step 11 : 문서화된 검토결과 제출 

검토팀원은 검토 및 제안된 사항 등을 종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0 2 4 6 8 10

Weeks

Review Month for
Host Utility

EVENTS:

Week 0: Letter Identifying Schedule Sent to Host Utility
Week 2: Pre-Peer Review Site Visit in Preparation for

Peer Review Meeting (Self Assessment Completed Prior to This Time)
Week 4: Host Utility Transmits PSA Review Information to

Peer Review Group Members
Week 6: Site Review by Peer Review Group
Week 8: Draft Peer Review Report Issued
Week 10: Final Peer Review Report Issued

ONSITE REVIEW

 

그림 4. 전문가 검토 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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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검토 요소 및 지침서 

1. 개요 

NEI 지침서에 따른 전문가 검토의 주목적은 분석의 정확성, 현실성, 완결성 및 문

서화 등을 확인, 입증함으로써 해당 PSA의 수준을 판정,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2. 전문가 검토 기준 

각 PSA 기술 분야에 기술된 전문가 검토 기준은 전문가의 검토 및 결과 문서화의 

근거가 된다. 전문가 검토 과정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PSA 기술 분야가 표 3에 나

와 있다. 

표 3. PSA 기술 분야 

Table No. PSA Element 

IE 초기 사건 (Initiating Events) 

AS 사고 경위 평가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TH 열수력 분석 (Thermal Hydraulic Analysis) 

SY 계통 분석 (System Analysis) 

DA 데이터 분석 (Data Analysis) 

HR 인간 신뢰도 분석 (Human Reliability Analysis) 

DE 종속성 (Dependencies) 

ST 구조 응답 (Structural Response) 

QU 정량화 (Quantification) 

L2 격납용기 성능 (Containment Performance) 

MU 보수 및 개정 과정 (Maintenance and Update Process) 

3. 등급 평가 

각각의 기술 분야와 기술 분야별 요건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요건별로 등급

을 매기게 되며, 등급은 2, 3 및 4로 평가 된다.  

먼저 각 요건에 대해서 등급이 정해지게 되며, 정해진 요건의 등급에 기준하여 11

개의 기술 분야에 대한 분야별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장점은 각 기술 분야에 대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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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자체라기 보다는 PSA를 통한 개선 방안 모색, 사업자와 검토자간에 PSA 기

술, 경험 및 응용 등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이라 할 수 있다. 

간략한 각 등급별 판정 기준이 다음에 기술되어 있다.   

 1 등급 

NRC Generic Letter 88-20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전소 취약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모델링, 분석 및 자료 등에 있어서 보수성이 내포 

된 대부분의 PSA 결과는 1 등급(Grade 1)을 만족한다.  그러나 발전소의 취약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PSA 결과는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데 많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1 등급에 해당하는 PSA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GL 88-20 요구사항 만족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 평가  

 일반 안전 현안 해결  

 인허가 문제점 우선 순위 결정(Prioritizing Licensing Issues)  

 2 등급 

2 등급은 계통, 구조 및 기기의 위험도 순위(Risk Ranking)를 매길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1 등급으로 적용 가능한 응용 분야는 2 등급 모델로도 물론 적용 가능하

며, 2 등급 이상 모델의 활용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다. 

 GL 89-10(안전관련 모터구동밸브의 시험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모터구동

밸브의 우선 순위 결정 

 NRC 검사 활동 

 정비 규정(Maintenance Rule) 지원 

 

 3 등급 

3 등급의 수준을 갖는 PSA 모델의 평가 결과는 결정론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규

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3 등급인 PSA 결과는 발

전소의 물리적 변화(Physical Change) 등을 가능케 하며, 또한 기기와 운전원 행위

의 안전 중요도(Safety Significance)를 평가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1 등급  및 2 등급 관련 활용 분야는 3 등급으로도 물론 활용 가능하며, 등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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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모델이 활용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차등 품질 보증(Graded Q/A) 

 가동 중 시험(In-Service Test: IST) 

 가동 중 검사(In-Service Inspection: ISI) 

 Backfit Calculations 

 인허가 요건 축소 및 삭제(Reduce or Eliminate Licensing Commitments) 

 운전 중 정비 평가(On-Line Maintenance Evaluations) 

 단일 기술지침서 변경(Single Tech. Spec. Changes) 

 4 등급 

4 등급은 매우 고품질의 PSA 결과로서 근거 자료, 문서화 등에 매우 상세한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4 등급은 하드웨어 변경, 절차서 변경 및 인허가 요건 변경 등

에 적용 가능하며, 1, 2 및 3 등급에 활용 가능한 분야는 4 등급에도 물론 활용 가

능하다. 4 등급 이상만이 활용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인허가 요건 축소 및 삭제(Reduce or Eliminate Licensing Commitments) 

 기술지침서 변경(Modify Tech. Spec.) 

 On-Line Risk Monitor로 기술지침서 대체 (Replace Tech. Spec. With An 

On-Line Risk Monitor) 

 Backfit Calculations 

 Reclassification of The Quality Category of Some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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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요소별 검토 결과 및 보완 사항  
이 장에서는 울진 3,4 Risk Monitor용 모델의 각 분야별 검토 결과 및 보완 사항을 

기술하였다. 앞의 1장에서 언급했듯이 검토 결과 및 보완 사항은 1단계 PSA 모델

과 관련된 사항만을 포함하고 2단계 PSA와 연관된 구조반응, 격납용기 성능은 이

번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각 분야별 상세 검토 결과는 부록 A에 상세히 수록되있다. 

표 4는 각 분야별  검토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 부록 A의 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각 분야별 보완 사항만을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표 4. 각 분야별 상세 검토 결과 해당 표 목록   

요소 영문명 및 약자 부록 A의  표

초기 사건  Initiating Event (IE) 표 A-1 

사고 경위 평가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AS) 표 A-2 

열수력분석  Thermal Hydraulic Analysis (TH) 표 A-3 

계통분석  System Analysis (SY) 표 A-4 

데이터분석  Data Analysis (DA) 표 A-5 

인간신뢰도분석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 표 A-6 

종속성 Dependencies (DE) 표 A-7 

정량화 Quantification (QU) 표 A-8 

보수와 개선과정  Maintenace and Update Process (MU) 표 A-9 

 

제1절 초기 사건(IE) 보완 사항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CCF)에 의한 120V AC Bus 다중 상실 

발생 시의 초기 사건 모델링 필요. 

 공기조화계통 상실이 제어실 및 기어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초기 사건 모델

링 필요  

 SBO(Station Black Out)시 RCP(Reactor Coolant Pump) Seal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초기 사건 모델링 필요 

 다중 호기 소외 전원 상실 같은 다중 호기의 초기 사건 모델링 필요. 

 초기 사건 Precursor(예: 새우떼 등) 도출 및 반영 강화 필요 

 파괴공학을 이용한 Pipe Failure rate에 의한 LOCA 빈도 계산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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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DC, LOKV등에서 Bus Work Failure만 고려된 것 보완 필요 

 자료가 많은 운전 중인 원전은 Bayesian Update 필요. 

 자료가 많은 운전 중인 원전은 상업 운전 초기 자료 제외 필요.  

 고유 원전 초기 사건 도출에 사용한 정지이력 DB(K-TripDB[10])의 활용 절차 

문서화 필요 

 

제2절 사고 경위(AS) 보완 사항 

 사고 경위의 분석에 사용된 분석 과정을 3년 정도의 PSA 분석 경험자가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행 절차서 작성 필요 

 사건 수목 개발 시 초기 사건 그룹에 따른 발전소 반응을 자세히 고려한 사건 

수목의 보완 필요  

 근래 들어, RCP seal LOCA에 대한 고려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CE형 발전소의 RCP seal LOCA의 발생 확률이 낮아 모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울진 3,4호기 PSA에서 이를 모델하지 않았었음. 

그러나 근래에 미국 NRC가 CE형 발전소의 RCP seal LOCA의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므로 RCP 

Seal LOCA 모델에 대한 문제는 등급 판정과는 상관없이 추후 모델 보완이 고

려되어야 할 사항임. 

 Surge Tank의 수위 조절 로직의 실패 가능성을 판단해 본 후 모델에 추가 여

부 결정 필요 

 현재 Level 1의 결과를 Level 2의 PDS(Plant Damage State)로 바로 연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한 해결 방안 필요 

 CDF의 정의에 대한 상세한 문서화 작업 필요 

 임무 수행 시간에 대한 기술적 근거의 문서화 필요 

 

제3절 열수력분석(TH) 보완 사항 

 열수력 분석 및 성공기준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목록화 및 문서작성 지침의 개

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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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계통 분석(SY) 보완 사항 

 계통 분석 지침서에 운전경험 반영과정, 중요 안전 기능과의 관계 등을 기술하

는  절차 보강 필요. 추후 계통 분석에 포함될 내용을 재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모델과 분석이 운전 경험과 EOP/AOP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수동 기기인 스트레이너(Strainer)의 고장 확률이 낮다고 판다하여 모델링 안한

다고 기술했지만, CCF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근거 기술 필요 

 계통 운전에 위해(Hazard)가 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파악하여 분석에 반영 필

요 

 임무 수행 시간 동안 요구되는 전기, 공급수, 공기 등의 양 파악과 계통 분석에 

이의 반영 여부 확인 필요 

 NRC의 보조급수계통 신뢰도 보고서(NUREG/CR-5500)에 의하면 4개의 계열로 

이루어진 모터 구동 펌프와 터빈 구동 펌프 사이 CCF 사례가 있고 분석에 반

영했음. 표준원전에서도 4개의 펌프 CCF 고려 필요 

 발전소 고유 고장 모드 파악을 위해, 운전 경험을 검토하여 분석에 반영 필요  

 문서화 측면에서 사고 진행시 필요로 하는 응축수 양에 대한 기술과 위에서 언

급한 CCF 등에 대한 기술의 보강 필요    

 

제5절 데이터 분석(DA) 보완 사항 

 현재 있는 데이터 분석 지침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지침서의 보완 필요.  

 전체적인 Data 처리에 대한 절차서의 개발 필요 

 CCF 분석 절차의 확립이 필요 

 Bayesian 처리 절차 필요 

 대기 중 고장 자료에 대해, Surveillance 시험 간격이 길어 일반 자료의 사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의 확률값 계산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모델 필요 

 적합한 자료원을 근거로 한 CCF 확률의 재평가와 CCF 분류 지침 작성 필요 

 너무 낮은 확률값을 사용한 예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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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인간 신뢰도 분석(HR) 보완 사항 

 방법론 측면에서 수행 오류(Error of Execution), 회복 오류(Feedback, 감독자) 

고려의 근거와 일관성 유지 절차 보완 필요 

 사고 전 인적 오류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과정 사용 필요. 다수 기기가 동시에 

고장나는 인적 행위 파악 관련 절차와 훈련 등의 검토 보완 필요  

 사고 전 인적 오류의 체계적인 선별과 상세 평가 수행 필요. 현재처럼 사고전 

인적 오류 모두가 동일 인적 오류 확률 값을 같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적 오류에 대해서는 상세 평가 필요  

 사고 경위 증상을 파악하여 분석에 반영하여 보완 필요.  

 주요 사고 후 인적 오류에 대해 발전소 운전원들의 검토 및 의견 반영 필요 

 주요 사고 후 인적 오류의 최적 평가를 위해 현재 동일 인적 오류사건 이름으로 

여러 사건 수목에서 사용되는 인적 오류(예: 충전 및 유출 운전 –feed & beed 

operation)들의 재평가 필요  

 사고 후 인적 오류 평가에 있어 행위 시간 추정과 모델링에 시뮬레이터 자료 활

용 필요 

 사고 후 인적 오류 평가시 고려되는 수행 특성 인자(Performance Shaping 

Factor: PSF) 보완 필요. 평가시 단서(Cues)와 다수 기기 고장 발생시 경합 효

과(Competing Effect) 등 고려 필요 

 사고 경위에 나타나는 의존성이 있는 행위들의 체계적인 평가 필요. 모든 사고 

후 인적 오류를 0.5나 1의 값을 대입하여 의존성 정도 재평가 및 정량화 필요 

 문서화 측면에서 사고 전 인적 오류의 선별 분석 근거 등의 문서화 보완 필요 

 

제7절 종속성(DE) 보완 사항 

 종속성 분석 수행을 위한 자세한 절차서 또는 문서의 작성 필요 

 공통원인 그룹 설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침에 따라 모델 확인하여 수정 

 

제8절 정량화(QU) 보완 사항 

 정량 분석 절차에 관한 문서화가 잘 되어서 정량 분석을 보수하고 개정하는데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나, 현재의 보고서와 코드 사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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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는 정량화 파일 내에 포함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상세 설명과 상호 배타적

인 사건의 단절집합의 삭제 근거 및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문서화 보강 필요  

 정량화 분야의 요건 중 정량화시 최근 CCF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

로, 최근 CCF 데이터인 NUREG/CR-6268 사용 필요 

 계통 모델링에서의 불균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으나, 

모델 불균형을 초래하는 디자인, 데이터, 운전 철학 및 운전 조건 등에 관해서

는 문서화가 미흡하므로 이 부분의 보강 필요 

 불확실성의 근원에 대한 조사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그 근원에 

대한 정량적인 불확실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수행 필요 

 

제9절 보수와 개선 과정(MU) 보완 사항 

 이 분야는 이제까지 국내 현장에서 수행된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분야를 수행할 주체인 사업자(한수원)의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분야의 요건을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없음.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대

로 한수원 및 현장에 PSA 전담반이 구성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 요건을 만

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분야의 등급을 지금 평가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우리가 목표하는 3등급을 위해서는 한수원 및 현장 

PSA 전담반의 조기 구성과 그에 따른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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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합 등급 판정 
이 장에서는 울진 3,4호기의 Risk Monitor 모델에 대한 등급 판정 결과를 종합적으

로 다루었다.  

판정 결과 전반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문서화였으며, 기타 분야는 대체적으로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격납용기 성능과 

구조반응은 1단계 PSA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번 등급 판정에서는 제외되었

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PSA에 대한 보수 및 개정을 수행할 현장 전문 인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보수 및 개정 요소에 대한 평가를 사실상 유보하였다. 다음은 각 

분야별 등급 평가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초기 사건은 총 21개 요건 중 1등급과 4등급 요건이 각 1개 씩이고, 2등급은 3

개 , 3등급은 16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사고 경위는 총 26개 요건 중 2등급은 4개, 3등급은 20개, 4등급은 2개인 것으

로 판정되었다. 

 성공 조건 및 열수력 분석은 총 11개 요건 중 2등급은 7개, 3등급은 3개인 것

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국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요건이 1개가 있었다.  

 계통에 대한 등급 판정은 보조급수 계통을 중심으로 판정하였으며, 총 27개 요

건 중 2등급은 6개, 3등급은 13개, 4등급은 7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국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요건이 1개가 있었다. 

 자료 분석은 총 20개 요건 중 2등급은 6개, 3등급은 13개, 4등급은 1개인 것으

로 판정되었다. 

 인간 신뢰도 분석은 총 30개 요건 중 1등급은 1개, 2등급은 15개, 3등급은 11

개, 4등급은 2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국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요건이 1개가 있었다. 

 종속성 분석은 총 14개 요건 중 2등급은 4개 요건, 3등급은 10개인 것으로 판

정되었다. 

 정량화는 총 34개 요건 중 2등급은 10개, 3등급은 18개, 4등급은 4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국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요건이 2개가 있었다. 

 보수 및 개정은 총 15개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두 국내 상황에서는 적용

할 수 없는 요건으로 판정하였다.  

앞에 기술한 9개 분야의 각 요소별 상세 등급 판정 결과는 다음 표 5에서 표 13에 

걸쳐 나와 있다. 또한, 결과가 그림 5와 6에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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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등급 판정 결과 – 초기 사건(IE) 

요건 분류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A 1, 2등급 관련 사항 비고 

Guidance (3)   3     

Identification And 

Grouping (7) 

1 1 5   IE-6 : 양호기 LOOP나, 

완전냉수 상실 같은 다중 호기

초기 사건은 명확하게 정량화

되어야 하는데 검토가 안됨 

IE-10: 초기 사건 검색시 초기

사건 Precursor를 고려하여야

하며, 각 계통의 배열과

보조계통의 배열을 고려하여야

하나, 국내에서는 Precursor DB 

및 분석 미수행 

 

Subsumed Initiating 

Events (2) 

  2     

Data (5)  1 3 1  IE-16: 초기 사건 빈도는 이용 

자료가 적을 경우 일반 산업체 

자료의 베이지안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기 사건 빈도는 

상업운전 첫해 자료는 이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Bayesian 

Update 필요하고, 상업운전 

초기 자료 제외 필요. 

 

Documentation (4)  1 3   IE-18 : 초기 사건 빈도

산출과정과 연계된 것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RM은 K-Trip DB 활용 절차가

문서화 안됨 

 

총 21개 요건 1(4.8%) 3 (14.3%) 16 (76.2%) 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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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등급 판정 결과 – 사고 경위(AS) 

요건 분류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A 1, 2등급 관련 사항 비고 

절차서 (3)  1 2   AS-1: 사용된 과정을 절차서 

수준으로 상세히 설명이 필요

 

 

성공기준과 근거 

(2) 

  1 1    

사고 경위 평가(사

건수목 구조) (13) 

  13     

EOP,  AOP와의 

Interface (1) 

  1     

사고 경위 최종 상

태 정의 (4)  

 1 2 1  AS-21: Level 1의 관심이 노

심손상이므로 바로 결과가 

Level 2의 PDS분류에 사용될 

수는 없다. 

 

문서화  (3)  2 1   AS-24: AS-3부터 AS-23에 

대한 문서화 보충 필요  

AS-26: 독립검토는 수행했으

나 Application 보조를 위한 

요약 분서의 작성 필요  

 

총 26개 요건  4 (15.4%)  20 

(76.9%) 

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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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등급 판정 결과 – 성공조건 및 열수력 분석(TH) 

요건 분류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A 1, 2등급 관련 사항 비고 

Guidance (3)  3    TH-1 : 문서화 작업 필요. 

Update 및 reversion 할 안내서

수준 

TH-2 : 문서화된 내용 필요 

TH-3 : 제시된 안내서로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함. 

 

T&H Analyses (1)   1     

Multiple T&H Inputs 

(1) 

  1     

Generic 

Assessments (1) 

  1     

Best Estimate 

Calculations (e.g., 

MAAP, RETRAN, 

SAFER-GESTER) (1) 

 1    TH-7 : 최적화에 대한 요건을

만족하는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Room Heatup 

Calculations (1) 

    1 TH-8 : Room Heatup과 관련된

분석과 일관성 필요 (분석 모델

검토 필요). 물리적 특성에 대한

분석 수행 필요 

 

Documentation (3)  3    TH-9 : 분석 내용을 종합하고

문서화하는 작업 필요. 

TH-10: 문서화 작업시 작성

지침의 개발과 이를 반영한

문서화 작업 필요 

TH-11: 작성 문서의 독립검토 

 

총 11개 요건 0(4.8%) 7(14.3%) 3(76.2%) 0(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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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등급 판정 결과 – 계통(SY: AFWS 대상)  

요건 분류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A 1, 2등급 관련 사항 비고  

지침서 (3)  1 2   SY-1: 사용과정 기술 – 운전

경험 반영 절차 누락: … 

일반 계통분

석 절차 토대 

평가 

계통모델(21)  4 9 7 1 SY-5: 건설/운전상 태 반영 

– 운전경험 미반영 

SY-7: 수동기기 모델링 – 스

트레이너 등, 고장확률 낮다

고 모델링 안한다고 기술했지

만 CCF 가능성  

SY-15: 산업체에서 관측된 

고장모드 고려 – 4개의 펌프 

CCF   

SY-16: 발전소 고유 고장모

드 – 고유 고장모드 파악위해 

운전경험 검토 필요  

 

 

 

 

 

 

 

 

문서화 (3)  1 2   SY-25: 문서화 – 사고상황, 

실제운전시간, 모델링 안한 

근거 등의 문서화 

 

총 27개 요건  6(22.2%) 13(48.1%) 7(25.9%)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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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등급 판정 결과 – 데이터 분석(DA)  

요건 분류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A 1, 2등급 관련 사항 비고 

지침서 (3)  2 1   DA-1: 전체적인 Data 처리에

대한 절차서의 개발 필요  

DA-3: 재계산이 가능할 정도

의 문서 작성과 지침서의 개

발 

 

대상 발전소의 기

기 데이터 (3) 

  3     

계통/계열의 이용

불능도 (1) 

  1     

공통원인고장 정량

화 (7) 

 2 4 1  DA-8: 적절한 자료원을 근거

로 한 공통원인고장 확률 평

가  

DA-10:: 공통원인 고장 그룹 

분류를 위한 체계적인 지침 

제공 

 

특별한 이용불능도 

또는 데이터 모델 

문제 (2) 

 1 1   DA-15: 특이한 고장에 대해 

분석 대상 발전소 자료에 근

거한 이용불능도 평가 

 

문서화 (4)  1 3   DA-20: 대상 발전소의 고유

자료에 대한 문서 작성 

 

총 20개 요건  6 (30.0%) 13 

(65.0%) 

1 (5.0%) 0   

 



 

 27

표 10. 등급 판정 결과 – 인간 신뢰도 분석(HR)  

요건 분류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A 1, 2등급 관련 사항 비고 

지침서 (3)  1 2   HR-2: 산업체 관행과 일치여부 – 감독자 

사용의 일관성 결여    

  

사고 전 인간행위 

(4) 

 4    HR-4: 사고전 인간행위 고려 – 미흡 

HR-5:오교정 오류 – 체계성 부족  

HR-6:선별과 상세 평가 –일률적 평가 

HR-7:정량화 포함 여부 – 일부 누락 

 

 

사고 후 인간행위 

(18) 

 8 8 1 1 HR-10: 절차서 및 운전경험 평가 –

설계중 발전소 제약  

HR-11: 사고 경위 증상 파악 – time 

analysis 수행 

HR-14: 운전원 참석 – 미반영  

HR-15: 최적 추정치 - 동일 이름으로

여러 초기 사건 사용 

HR-16: 절차서.훈련 등 반영 – 부분

반영 

HR-17: PSF – 부분 반영 

HR-20: 수행시간 – 모의제어반 또는

면담 

HR-22: 모델링의 절차서 적합여부 –

일부 확인 필요  

 

행위사이 의존성(2) 1   1  HR-27: 의존성있는 행위 – 체계성 부족  

문서화 (3)  2 1   HR-28: 문서화 – 사고전 인적 오류 등의

문서화 미비 

HR-29: 독립검토 – 운전원 참여 안함 

 

총 30개 요건 1(3.3%) 15(50%) 11(36.7%) 2(6.7%)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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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등급 판정 결과 – 종속성(DE)  

 

요건 분류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A 1, 2등급 관련 사항 비고 

지침서 (3)  3    DE-1: 수행 지침서 필요 

DE-2: 타당한 근거 제공 필요 

DE-3: 재계산 수행을 위한 

문서나 지침서 작성 

 

종속성 매트릭스 (1)   1     

공통원인고장 처리 

방법 (5) 

 1 4   DE-8:공통원인 그룹 설정에 

대한 수행 지침 제공 

 

공간적인 종속성 (2)   2     

문서화 (3)   3     

총 14개 요건  4 (28.6%) 10 (71.4%)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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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등급 판정 결과 – 정량화(QU)  

 

요건 분류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A 2등급 관련 사항 비고 

Guidance (3)  2 1   QU-1 : 정량화 파일 안에 포함된 상세한

내용의 문서화 미흡 

QU-3 : 상호 배타적인 사건에 대한

cutset을 제거에 대한 근거 및 이유

문서화 미흡 

-  

Code (3)   2 1    

Simplified Model (1)     1   

Dominant 

Sequence/cutest (7) 

 2 3 1 1 QU-9 : 최근 공통원인고장 데이터

미사용 

QU-12 : 모델 불균형을 초래하는 

디자인, 데이터, 운전 철학 및 운전 조건

등  문서화 미흡 

-  

Non-dominant 

sequence/cutest (3) 

 1 2   QU-16 : 최근 공통원인고장 데이터

미사용 

-  

Recovery Analysis 

(3) 

  3     

Truncation (6)  1 3 2  QU-26 : 상호 배타적인 cutset의 삭제

과정 문서화  

-  

Uncertainty (4)   3 1   QU-27,28,30 : 불확실성의 근원에 대한

조사 및 설명 그리고 근원에 대한

정량적인 불확실성 평가 미흡 

-  

Results Summary (4)  1 3   QU-32 : QU-4에서 30까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근거 문서화 미흡   

-  

총 34개 요건  10 (29.4%) 18 (52.9%) 4 (11.8%) 2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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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등급 판정 결과 – 보수 및 개정(MU)  

 

요건 분류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N/A 1,2등급 관련 사항 비 고 

Guidance (3)     3  

Input - Monitoring 

and Collecting 

New Information 

(2) 

    2  

Model Control (1)     1  

Computer Code 

Control (1) 

    1  

PSA Update (2)     2  

Evaluation of 

Results (1) 

    1  

Re-Evaluation of 

Past PSA 

Applications (2) 

    2  

Documentation (3)     3  

보수 및 개정 분야는 

이제까지 수행된 경험

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 분

야를 수행할 주체인 한

수원의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분야의 요건

을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의 계획대로 한수원 및 

현장에 PSA 전담반이 

구성된다면 그리 어렵

지 않게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분야를 

등급으로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판단한다. 

총 15개 요건  0 (0 %) 0 (0 %) 0 (0 %) 15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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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체 등급별 요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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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NEI의 PSA 검토지침서에 따라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용으로 구축된 PSA 모델의 품질을 검토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은 현재 국내 PSA 모델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표준 원전 계열 PSA의 기반이 되었던 모델이므로 이를 검

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검토에서는 1단계 내부 사건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하였으므로 NEI PSA 검토 

지침서의 11개 분야 중 다음의 9개 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초기 사건 분석(IE) 

 사고 경위 분석(AS) 

 열수력 분석(TH) 

 계통 분석(SY) 

 데이터 분석 (DA) 

 인간 신뢰도 분석 (HR) 

 종속성(DE) 

 정량화(QU) 

 보수 및 개정 과정(MU) 

다음의 2개 분야에 대한 상세 검토는 추후 수행할 예정이다. 

 구조 응답(ST) 

 격납 용기 성능(L2) 

각 분야의 검토 수행 결과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은 대략 NEI의 

PSA 검토지침서의 2~3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문서화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PSA에 사용된 신뢰

도 자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NEI의 PSA 검토지침서의 몇가지 

요건은 국내와 미국의 환경 차이로 인하여 요건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

었다. 상세한 검토 결과는 부록 A에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는 NEI의 PSA 검토지침서의 3 등급에 속하는 PSA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을 3 등급에 상응하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도출을 하였다. 그러

나, 앞에서 기술한 국내 신뢰도 자료와 관련된  제한점 및 국내외 미국의 환경 차

이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요건이 있는 관계로 모든 요건에 있어 3 등급을 만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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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이외의 기타 요건에 있어서는 3등급

을 만족시키는 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보완 방안에 따라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작업이 완료된 후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독

립 검토 팀을 구성하여 개정된 모델의 등급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PSA의 품질은 위험도 정보 활용의 가장 기반이 되는 작업이다. 따라서, 국내 PSA

모델의 품질 평가 및 개선은 국내에서 위험도 정보 활용이 정착되기 위한 가장 기

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기술된 국내 PSA 모델 검토 결과 및 

보완 방안은 이와 같은 기본 작업의 첫발을 띠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는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수행될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한 PSA 모델 검토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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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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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1. 초기사건 (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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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 

Guidance 

Described the 

process used 

 

General description of 

the initiating event 

process is provided. 

 

The documentation of 

the initiating events and 

its quantification should 

be sufficiently well 

described in the 

documented results to 

act as guidance for 

future updates and 

revisions. 

 

A specific guidance 

document should be 

available that specifies 

the process for initiating 

event development and 

quantification including 

the updating process. 

  

 

    

IE-1 

지침 

사용한 절차를 

기술 

 

초기사건 분석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제공된다. 

 

초기사건과 이의 

정량화에 대한 문서화는 

추후 갱신 및 개정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결과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갱신절차를 포함한 

초기사건 도출 및 정량화 

과정을 명시화하는 

구체적인 지침 문서가 

가용되어야 한다. 

 

3 

 

보고서 4장 6장에 

기술. 

별도 보고서 등의 

별도 자료 이용 가능 

   

IE-2 

Consistent with 

industry 

practices 

 

General adherence to 

accepted industry 

approaches is included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performing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The guidance for 

initiating event analyses 

should be complete and 

detail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IE-2 

산업체 관행과의 

일치성 

 

채택된 산업체의 

방식과의 일치 여부가 

포함되야 한다 

 

문서 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초기사건 분석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알려진(입증) 방식과 

 

초기사건 분석에 대한 

지침은 완결성이 있어야 

하고, 상세하여야 하며, 

알려진(입증)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보고서 4장 6장에 

기술. 

별도 보고서 등의 

별도 자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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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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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3 

Sufficient detail 

provided for 

reproducing the 

evaluation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is available to 

describe general 

approaches used.  The 

general description is 

sufficient to convince 

the reviewers that the 

process could be 

repeated with similar 

results.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eans to obtain 

equivalent results. 

 

The guidance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produce the results. 

       

IE-3 

재계산을 위한 

자료의 충분성 

 

일반적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 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 분석 과정대로 

하면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검토자들이 

납득할 정도로 일반적 

설명이  충분하다. 

 

문서 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대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지침은 그 결과들을  

재생하도록 반드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3 

 

보고서 4장, 6장에 

기술됨. 별도 보고서 

등의 별도 자료 이용 

가능 

  

IE-4 

IDENTIFICATION 

AND 

GROUPING· 
Grouped 

initiators by 

plant response 

consistent with 

event tree 

structure and 

success criteria.  

 

Grouping criteria from 

Grades 3 apply except 

there is a relatively high 

level of conservatism 

encountered by 

subsuming initiating 

events into broad 

categories. 

 

Grouping of initiating 

events should be 

performed only when 

the following can be 

assured: 

* Events can be 

considered similar in 

terms of:  

   - Plant response,  

   - success criteria, 

   - timing,  

   - recovery 

probability  

 

Criteria from Grade 3 

apply except grouping 

of initiating events 

should be minimized to 

the maximum practical 

extent to limit 

conservatisms in the 

best estim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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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OR 

•  Events can be 

subsumed into a group 

and bounded by the 

worst case impacts 

within the “new” group, 

however, to avoid 

excess conservatism 

the event frequency for 

subsumed events 

should not be negligible 

within a group AND its 

consequences far worse 

than other group 

contributors 

Initiating events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plant response impacts 

or which may have more 

severe radionuclide 

release potential (e.g., 

LERF)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from other 

initiating event groups.  

This includes such 

initiators as: 

· excessive LOCA, 

ISLOCA, Unisolated 

breaks outside 

containment 

Non-conservative 

grouping (subsuming of 

initiators into broader 

categories not bounded 

by the worst case 

accident) shall not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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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4 

초기사건 도출 

및 그룹화 

ET 구조 및 

성공기준과 

일치하는 원전 

반응에 따라 

그룹화된 

초기사건 

 

초기사건들을 큰 범주로 

그룹화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수성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3등급 기준을 적용. 

 

원전 반응, 성공기준, 

타이밍, 회복확률에 따라 

사건이 비슷하다고 

간주될때 초기사건들을 

그룹화 한다. 또는, 

한개의 그룹으로 만들때, 

합쳐지는 사건의 

발생주기가 그 그룹에서 

무시할 정도가 아니고, 

동시에 그 결과가  다른 

그룹의 contibutor들 

보다 상당히 나쁠 경우도 

고려하여,  사건들이 한 

그룹으로 그룹화될때 그 

새그룹 내의 최악의 사건 

영향보다 작아야 한다. 

 

매우 다른 원전 반응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방사능 핵종 누출 

가능성(즉, LERF)이 있는 

초기사건은 다른 

초기사건 그룹과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Excess 

LOCA, ISLOCA, 

격납건물 밖에서의 

누출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비 보수적 그룹화 (여러 

초기사건 기인자 들을 

넓은 카테고리로 

그룹화할 때, 가장 

최악의 사고 범주안에 

있지 않는 그룹화)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된다. 

 

최적 추정 모델에서 

보수성을 억제할 만큼, 

실제로 최대한 초기사건 

그룹화는 적어야한다는 

조항 이외에는  3등급 

기준을 적용. 

 

3 

 

 

“원전 반응, 

성공기준, 타이밍, 

회복확률에 따라 

사건이 비슷하다고 

간주될때 

초기사건들을 그룹화 

한다”는 IE Selection 

& Grouping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함. 

  

 

공기조화계

통 상실이 

제어실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0V AC 

상실, 

SBO시 

RCP Seal 

LOCA 보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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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5 

The class of 

initiating events 

that is caused 

by failure of part 

or all of a 

system that 

supports the 

front-line safety 

function are 

addressed: - 

Cooling water 

systems (e.g., 

service water, 

component 

cooling water, 

etc.) - AC 

Power - DC 

Power - HVAC 

- 

Instrument/Stati

on Air 

 

Support system failures 

are addressed, but 

these may be truncated 

or subsumed within 

broader groups if it can 

be shown that the 

quantitative contribution 

is expected to be small. 

 

Support system failures 

should be quantitatively 

included in the PRA in a 

realistic  fashion.  This 

means that the 

individual support 

systems (or trains) that 

can cause a scram 

should be treated 

explicitly in the initiating 

event quantification. 

 

In addition to the Grade 

3 requirements, detailed 

fault tree quantifica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model for 

quantification.  This 

quantification should be 

checked against plant 

specific and generic 

data and any significant 

discrepancies identified 

including a technical 

bases for resolution 

identified.Model 

initiating events 

(especially those that 

result from the loss of 

support systems) using 

a fault tree (or 

equivalent) approach so 

that system 

dependencies are fully 

understood and 

accounted for.          

    

IE-5 

Front-Line 안전 

기능을 보조하는 

계통의 일부 

또는 모두의 

실패로 야기되는 

초기사건의  

분류는 냉각수 

계통 (즉, 

냉수,기기냉각수 

등), 교류전원, 

직류전원, 

 

보조계통 실패가 

검토되나, 이들의 정량적 

기여도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면, 절삭되거나 더 

포괄적인 그룹으로 

통합될 수 있다. 

 

보조계통 실패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량적으로 PRA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불시정지를 유발하는 각 

보조계통 (또는 계열)은 

초기사건 정량화시 

명확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3등급 요건에 추가하여, 

상세한 FT 정량화가 

정량화를 위한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이용 정량화할 때는 

원전고유 및 일반 자료로 

검증하여야하고,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지, 그 

해결책도 살펴야 한다.   

FT로 모델링 초기사건 

(특히, 보조계통 상실로 

 

3 

 

LOCCW 등은 FT 

방법 사용. (물론, 

2등급 방법도 사용함. 

예) LOIA  GTRN 

수동 Trip, 

LO120AC  낮은 

확률로 절삭, 

LOHVAC  일부 

LOCCW관련은 

고려하고 나머지는 

절삭.) 

  

120 V AC 

Bus 상실 

Multiple 

발생시 

초기사건이 

됨. 모델링 

필요.(CCF

에 의한 IE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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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공기조화계통, 

압축공기계통을 

포함한다. 

인할 경우)은 계통의 

종속성이 충분히 

이해되고 설명되도록 

해야한다. 

IE-6 

For multi-unit 

sites with 

shared systems, 

the impact of 

initiators 

requiring 

simultaneous 

response (e.g., 

LOOP, loss of 

cooling source 

due to ice, loss 

of an AC or DC 

bus, etc.) are 

included. 

 

Multi-unit sites with 

shared systems should 

acknowledge that dual 

unit initiators may 

impact the model.  A 

qualitative evaluation 

should be performed. 

 

Multi-unit site initiators 

such as dual unit LOOP 

events or total loss of 

service water should be 

treated and quantified 

explicitly. 

 

Multi-unit site initiators 

such as dual unit LOOP 

events or total loss of 

service water should be 

treated and quantified 

explicitly 

    

IE-6 

다중 호기의 

공용 계통에 

관해서는 

동시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초기사건의 영향 

(즉, LOOP, 

얼음에 의한 

냉각원 상실, 

직류 및 교류 

버스 상실, 등)이 

포함되어야 

 

공용 계통을 가진 다중 

호기에서는 양호기 관련 

초기사건이 모델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야 

한다.한 정성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양호기 LOOP나, 

완전냉수 상실 같은 다중 

호기 초기 사건은 

명확하게 정량화 되어야 

한다. 

 

양호기 LOOP나, 

완전냉수 상실 같은 다중 

호기 초기 사건은 

명확하게 정량화 되어야 

한다. 

 

1 

 

다중 호기 초기사건은 

검토가 안됨 

 

다중 호기 초기사건 

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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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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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7 

Initiators 

considered 

cover the 

spectrum of 

internal event 

challenges 

 

A structured process for 

identifying initiating 

event groups is used, 

but it provides minimal 

detail and has a more 

limited scope than that 

for Grades 3 and 4 as 

noted under Grades 3 

and 4. 

 

A structured process for 

identifying initiating 

event groups should be 

used.The spectrum of 

internal event 

challenge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general categories and 

within each category 

should be quantitatively 

incorporated in the 

model:·  

*Transients   

   - Separate events 

with different  impacts 

on PCS(*) and PCS(*) 

recovery   

   - LOOP/SBO   

Manual 

Shutdowns (resulting in 

inducing a transient or 

manual scram) 

* LOCAs  

  -Small (includes 

random RCP seal LOCA 

for PWR)   

  - Medium  

      -- Include stuck 

open safeties (to the 

drywell for BWRs) or 

PORVs for PWRs   

Large  

-- Include inadvertant 

ADS  

-- Include component 

 

A structured process for 

identifying initiating 

event groups shall be 

used.The spectrum of 

internal event 

challenges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 

general categories and 

within each category 

should be quantitatively 

incorporated in the 

model: 

* Transients   

   - Separate events 

with different  impacts 

on PCS(*) and PCS(*)  

recovery   

   - LOOP/SBO  

   - Manual Shutdowns 

(resulting in inducing a 

transient or manual 

scram) 

*LOCAs   

  - Small (includes 

random RCP seal LOCA 

for PWR)   

  - Medium  

     -- Include stuck 

open safeties (to the 

drywell for BWRs) or 

PORVs for PWRs   

- Large 

-- Include inadvertent 

ADS    

-- Include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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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ruptures  

- Excessive LOCA   

-- Include RPV Rupture   

  - LOCAs Outside 

Containment    

     -- BOC (Break 

Outside Containment)   

     -- ISLOCA (See 

NSAC-154) 

* Special Initiators   

  - Support system 

failures    

  - Instrument line 

breaks 

 

Internal Flood 

contributors should be 

quantified for all non-

screened compartments 

ruptures  

  - Excessive LOCA    

     -- Include RPV 

Rupture   

  - LOCAs Outside 

Containment    

     -- BOC (Break 

Outside Containment)    

     -- ISLOCA (See 

NSAC-154) 

* Special Initiators   

  - Support system 

failures    

  - Instrument line 

breaks 

 

Internal Flood 

contributors should be 

quantified for all non-

screened com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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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7 

초기사건은 

내부사건으로 

촉발되는 것을 

전부 취급해야 

한다. 

 

초기사건 그룹을 정할 때 

한 구조적 과정이 

사용되나, 

상세하지않으며, 3등급과 

4등급 보다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초기사건 그룹을 정할 때 

한 구조적 과정이 

사용된다. 취급하는 

내부사건은 다음의 

일반적 범주를 포함하며, 

각 범주 안에서 

정량적으로 모델에 

연계된다.   

 

* 과도사건 

   - 전력변환계통과 

그의 회복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사고 구분 

   -  LOOP /SBO 

   -  수동 원전 정지 

(과도나 수동 불시정지를 

초래하는..)       

* LOCA 

   - 소형 ( PWR에서 

무작위 RCP 봉 LOCA  

포함) 

   - 중형    

      -- 안전밸브나 

PORV의 개방고착 포함  

   - 대형   

      -- ADS 역효과, 

기기  파손 포함 

   - 초대형 LOCA  

      -- 원자로 용기 

파손 포함   

   -  격납건물 밖의 

LOCA     

      -- BOC, ISLOCA 

(NSAC-154참조) 

 

초기사건 그룹을 정할 때 

한 구조적 과정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취급하는 내부사건은 

최소한 다음의 일반적 

범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각 

범주 안에서 정량적으로 

모델에 연계되어야 한다.   

 

* 과도사건 

   - 전력변환계통과 

그의 회복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사고 구분  

   -  LOOP /SBO 

   -  수동 원전 정지 

(과도나 수동 불시정지를 

초래하는..)       

* LOCA 

   - 소형 ( PWR에서 

무작위 RCP 봉 LOCA  

포함) 

   - 중형    

      -- 안전밸브나 

PORV의 개방고착 포함  

   - 대형   

      -- ADS 역효과, 

기기  파손 포함 

   - 초대형 LOCA  

      -- 원자로 용기 

파손 포함   

   -  격납건물 밖의 

LOCA     

      -- BOC, ISLOCA 

 

3 

 

보고서 4장, 6장에 

기술됨. 별도 보고서 

등의 별도 자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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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특별한 초기사건      

   - 보조 계통 실패 

   -  계측기선  파열 

모든 non-screened 

구역은 내부 홍수 위험도 

계산 필요.              

(NSAC-154참조) 

 * 특별한 초기사건      

   - 보조 계통 실패 

   -  계측기선  파열 

모든 non-screened 

구역은 내부 홍수 위험도 

계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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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8 

All experienced 

initiators are 

accounted for in 

the model 

 

Qualitatively assess the 

operating experience 

reviews cited in the Risk 

Significance 

requirements. 

Incorporate those 

events that are 

considered important. 

Document the dismissal 

of any observed events, 

including any credit for 

rectification. 

 

Qualitatively reflect in 

the model the results of 

the following: 

* A review of plant 

specific operating 

experience of all 

initiators should be 

performed qualitatively 

to assess whether the 

list of challenges 

accounts for plant 

experience 

* A review of similar 

plants should be 

performed to assess 

whether the list of 

challenges included in 

the model accounts for 

industry experience. 

 

Qualitatively reflect in 

the model the results of 

the following: 

* A review of plant 

specific operating 

experience of all 

initiators should be 

performed qualitatively 

to assess whether the 

list of challenges 

accounts for plant 

experience 

* A review of similar 

plants should be 

performed to assess 

whether the list of 

challenges included in 

the model accounts for 

industry experience. 

    

IE-8 

* 모든 경험한 

초기사건은 

모델에서 

설명된다.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운전경험 정보를  

정성적으로 평가 

 

주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은 포함한다. 

 

발견한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 

어떤 credit을 줘서 

포함시켜지 않았는지,  

문서화하라. 

 

정성적으로 다음의 

결과를 모델에 반영하라. 

 

* 목록에 있는 기인자가 

그 원전 운전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정도로, 

기인자 관련 원전고유의 

운전경험이 정성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모델에있는 기인자가 

산업계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유사 원전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성적으로 다음의 

결과를 모델에 반영하라. 

 

* 목록에 있는 기인자가 

그 원전 운전경험을 

충분히 설명할 정도로, 

기인자 관련 원전고유의 

운전경험이 정성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모델에있는 기인자가 

산업계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유사 원전이 

검토되어야 한다. 

 

3 

 

보고서 4장, 6장에 

기술됨. 별도 보고서 

등의 별도 자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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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9 

If  typical 

initiators cited in 

NUREG-1150 or 

industry PSAs 

have been 

excluded, the 

basis is 

documented 

 

Exclusion of initiators 

previously identified in 

the industry PSAs or 

NUREG-1150 are 

justified qualitatively. 

 

Initiators previously 

identified in industry 

PSAs or NUREG-1150 

should be included. 

 

Initiators previously 

identified in industry 

PSAs or NUREG-1150 

shall be included. 

    

IE-9 

만약 NUREG-

1150이나 산업체 

PSA에서 거론된 

전형적인 

초기사건이 

빠지면, 그 

근거를 적어야 

한다. 

 

NUREG-1150이나 

산업체 PSA에서 거론된  

초기사건 배제시, 

정성적으로 정당화 

해야한다. 

 

NUREG-1150이나 

산업체 PSA에서 거론된  

초기사건은 포함되어야 

한다. 

 

NUREG-1150이나 

산업체 PSA에서 거론된  

초기사건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NUREG-1150 검토후 

배제된 것 있음. 

- RCP Seal 

LOCA,  

- LOIA  

IE그룹변경 

- HVAC 

 

 

 Should일때 

타당성 

제시하면 

OK 이므로 

IE-10 

A structured 

approach for 

plant support 

systems is 

performed to 

determine if a 

loss of support 

system initiator 

presents a 

unique 

challenge to the 

plant 

 

At least a qualitative 

review of system 

impacts should be 

performed 

 

A Structured Approach 

(such as a system by 

system review of 

initiating event potential, 

or an FMEA or fault tree) 

should be used to 

assess and document 

the possibility of an 

initiating event resulting 

from support system 

failures.The search for 

initiating events should 

consider initiating event 

precursors and should 

consider each system 

alignment and 

alignments of 

 

A detailed model of 

system interfaces 

including fault tree 

development should be 

performed.An FMEA 

shall be performed to 

assess and document 

the possibility of an 

initiating event resulting 

from individual systems 

or train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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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uppor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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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0 

보조계통상실 

초기사건이 

원전에 특이한 

현상을 

야기하면, 

보조계통에 대한 

구조적 

접근방식이 

수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계통영향에대한 

정성적인 

검토가수행되어야 한다. 

 

보조계통실패로 유발될 

수 있는 초기사건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데 

한 구조적인 

방법(초기사건 가능성에 

관한 계통 하나 하나의 

검토, 또는 FMEA, 또는 

FT)이 사용되어야 한다. 

 

초기사건 검색시 

초기사건 

Precursor를고려하여야 

하며, 각 계통의 배열과 

보조계통의 배열을 

고려하여야 한다. 

 

FT 개발을 포함한 계통 

인터페이스에 관한 

상세한 모델이수행되어야 

한다.  

 

각 계통 또는 계열 

실패로 유발될 수 있는 

초기사건에 관해 

평가하고 문서화하는데 

FMEA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2 

 

한국에서는 Precursor 

DB 및 분석 미수행 

 

 

 

 

Precursor 연구중 

초기사건 

검색시 

초기사건 

Precursor 

고려미흡. 

(예, 

새우떼) 

IE-11 

Subsumed 

Initiating Events 

* Treatment of 

subsumed 

initiating events 

is traceable 

 

A general description of 

subsumed initiating 

events is available. 

 

The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a 

detailed accounting of 

discrete plant upsets 

and how they transfer 

into the final initiating 

event categories, 

including a focus on 

numerical details. 

 

The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a 

detailed accounting of 

discrete plant upsets 

and how they transfer 

into the final initiating 

event categories, 

including a focus on 

numerical details. 

    

IE-11 

Subsumed 

초기사건 

* 단일그룹화된 

초기사건 취급이 

추적가능 

 

subsumed 초기사건의 

일반적인 기술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문서는 원전의 Upset 

상태들과  어떻게 

그것들이 최종 초기사건 

범주안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수치적 상세 설명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문서는 원전의 Upset 

상태들과  어떻게 

그것들이 최종 초기사건 

범주안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수치적 상세 설명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3 

 

수치적 설명 있다고 

판단.  

예) SLOCA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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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2 

* Subsumed 

initiating events 

are included 

OR 

Subsumed 

initiating events 

are included, in 

non-risk 

significant 

sequences or 

non-risk 

significant 

initiators 

OR 

Complete list of 

initiating events 

within the state 

of the 

technology.  

Detailed plant 

specific 

development. 

 

Grade 2 would be 

reflective of substantial 

degrees of subsuming 

of initiating events and 

potentially limited 

traceability in how this 

was performed. 

 

The subsumed initiating 

events are in non-risk 

significant sequences. 

 

This includes the 

consideration that if the 

initiating events were 

explicitly treated they 

would remain non-risk 

significant. 

 

Subsumed initiating 

events that are included 

should be in non-risk 

significant sequences or 

be non-risk significant 

initiators. 

 

This includes the 

consideration that if the 

initiating events were 

explicitly treated they 

would remain non-risk 

significant. 

 

Complete list of 

initiating events within 

the state of the 

technology.  Detailed 

plant specific 

development. 

 

Certain groups of 

subsumed initiators are 

still possible, e.g., 

turbine trip events will 

subsume a number of 

different potential 

causes leading to 

turbine trips. 

 

3 

 

 

  

IE-12 

* Subsumed 

초기사건 포함. 

또는 

*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sequence나 

초기사건에 

Subsumed 

초기사건 포함 

또는 

* 현재 기술상의 

초기사건 전체 

 

2등급에서는 상당량의 

subsumed 초기사건이 

반영되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적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그 subsumed 

초기사건은 안전에 

심각하지 않은 sequence 

내에 있다. 

 

 

포함한 Subsumed 

초기사건은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sequence나 initiator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 초기사전이 

명확하게 취급될지라도, 

그들이 안전에 

중요하지않은 것들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기술상의 초기사건 

전체 목록. 상세한 

원전고유의 개발. 

 

Subsumed 초기사건에서 

어떤 그룹핑은 여전히 

가능하다. 예를들면, 

터빈 트립 사건은 

터빈트립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능한 

경우를 subsume 할 

것이다. 

 

3 

 

보고서 4장 6장에 

기술함. 

별도 보고서 등의 

별도 자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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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목록. 상세한 

원전고유의 개발 

이것은 그 초기사전이 

명확하게 취급될지라도, 

그들이 안전에 

중요하지않은 것들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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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3 

DATA 

*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and 

recovery are 

consistent with 

industry 

experience or 

analysis 

 

There is limited 

documentation to 

support a consistency 

check of the plant 

specific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and 

recoveries with industry 

experience or analysis 

AND specific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or 

recoveries are 

substantially 

conservative or non-

conservative compared 

with typical values. 

 

The process for 

comparing initiating 

events and recovery 

probabilities should be 

formalized and 

documented. 

 

The calculated 

frequencies and any 

associated recovery 

should be consistent 

with industry experience 

unless a design or 

procedural difference 

exists that would 

provide the basis for a 

difference. 

 

The results of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should be compared 

with generic data 

sources to provide a 

reasonableness check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A documented 

review/comparison with 

industry generic data 

should be performed. 

 

The process for 

comparing initiating 

events and recovery 

probabilities shall be 

formalized and the 

results documented for 

review by the peer 

review process. 

 

The calculated 

frequencies and any 

associated recovery 

should be consistent 

with industry experience 

unless a design or 

procedural difference 

exists that would 

provide the basis for a 

difference. 

 

The results of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shall be compared with 

generic data sources to 

provide a 

reasonableness check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A documented 

review/comparison with 

industry generic data 

should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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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3 

DATA 

* 초기사건 

빈도와 

회복조치가 

산업체 경험이나 

분석과 일치한다 

 

원전 고유의 초기사건 

빈도와 회복조치가 

산업체 경험이나 분석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는데 

필요한 문서가 

제한적이나마 있다. 

그리고 고유의 초기사건 

빈도와 회복조치가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비보수적이다. 

 

초기사건과 회복조치 

확률 비교과정은 

공식적이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계산된 빈도와 관련된 

회복조치는 디자인이나 

절차가 다르지 않다면 

산업체 경험과 

일치되어야한다.  

 

초기사건 분석 결과가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적정한지 일반 자료원과 

비교 되어야 한다. 

 

산업체 경험과의 

비교/검토가  문서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초기사건과 회복조치 

확률 비교과정은 반드시 

공식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는 Peer Review 

과정을 통한 검토를 위해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한다. 

 

계산된 빈도와 관련된 

회복조치는 디자인이나 

절차가 다르지 않다면 

산업체 경험과 

일치되어야한다.  

 

초기사건 분석 결과가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적정한지 일반 자료원과 

비교 되어야 한다. 

 

산업체 경험과의 

비교/검토가  문서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3 

 

원전 고유의 초기사건 

빈도를 EPRI 

Category와 비교함 

  

IE-14 

The features 

that lead to the 

frequency of 

interfacing 

system LOCA 

(e.g., 

surveillance test 

practices, start 

up procedures, 

etc.) are 

modeled 

explicitly or 

 

Interfacing system 

LOCA analysis is 

performed at a 

screening level or does 

not provide a plant 

specific analysis of the 

typical dominant 

contributors to ISLOCA. 

 

Interfacing system 

LOCA analysis should 

address the most 

dominant features of 

plant and procedures 

that may influence the 

ISLOCA frequency. 

 

The ISLOCA frequency 

should explicitly address 

the plant and procedural 

features that influence 

the calculation: 

Surveillance procedure 

steps should be 

evaluated 

Surveillance test 

intervals should be 

explicitly included 

On-line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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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dentified in the 

PRA 

documentation. 

testing should be 

quantitatively assessed 

Pipe rupture probability 

should be quantified  

Valve design (e.g., air 

operated testable check 

valves) are explicitly 

addressed 

Valve isolation capability 

given the high to low 

pressure differential 

should be quantitatively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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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4 

* ISLOCA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예, 

정기시험 관행, 

기동 절차, 등)이 

명확히 

모델되거나 PRA 

문서에 

명시되었다. 

 

ISLOCA 분석이 

선정판별(screening) 

수준에서 수행되거나, 

ISLOCA의 대표적 주요 

기여자에 관한 원전 고유 

분석이 없다. 

 

ISLOCA 분석은 ISLOCA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전과 절차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언급해야 한다. 

 

ISLOCA  빈도는 계산에 

영향을 끼치는 원전및 

절차상 특성을 명확히 

언급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절차의 

단계는 평가되어야 한다. 

* 정기점검주기는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 운전중 정기시험은 

정량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배관 파손 확률은 

정량화돠어야 한다. 

* 밸브 디자인(예, 

시험가능 

공기구동역지밸브)은 

명확히언급되어야 한다. 

* 고압 및 저압의 차압이 

주어진 밸브 차단 능력은 

정량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3 

 

4.3절,6장에 특성 

언급됨 

  

IE-15 

Plant specific 

features are 

reflected in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and 

recovery inputs 

where 

appropriate 

 

The plant specific 

features that influence 

initiating events and 

recovery probabilit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For rare events, industry 

generic data are used or 

augmented with a plant 

specific fault tree 

evaluation which 

accounts for plant 

specific features. 

 

The plant specific 

features that influence 

initiating events and 

recovery probabilit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Examples of plant 

specific features which 

should be included are 

the following: 

Plant geography for 

LOOP and LOOP 

recovery 

 

The plant specific 

features that influence 

initiating events and 

recovery probabilities 

should b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Examples of plant 

specific features which 

should be included are 

the following: 

Plant location for LOOP 

and LOOP recovery 

Service water intake 

    



 59

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For extremely rare 

events, engineering 

judgement is used and 

should be augmented 

by applicable generic 

data sources, or 

extremely rare events 

have been screened out 

of the analysis based on 

judgement. 

Service water intake 

characteristics and plant 

experience 

LOCA frequency 

calculation 

For rare events, industry 

generic data should be 

used or augmented with 

a plant specific fault 

tree evaluation which 

accounts for plant 

specific features. 

For extremely rare 

events, engineering 

judgement is used and 

should be augmented 

by applicable generic 

data sources, or 

extremely rare events 

have a traceable 

description regarding 

the basis for their non-

inclusion in the 

quantification model. 

characteristics and plant 

experience 

LOCA frequency 

calculation 

For rare events, industry 

generic data shall be 

investigated and its 

appropriateness 

evaluated.  In addition, 

a plant specific fault 

tree evaluation which 

accounts for plant 

specific features shall 

be developed.  The use 

of the generic data or 

the fault tree shall be 

documented and the 

comparison provided.  

For extremely rare 

events, engineering 

judgement is used and 

should be augmented 

by applicable generic 

data sources, or 

extremely rare events 

have a traceable 

description regarding 

the basis for their non-

inclusion in the 

quantifi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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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5 

원전 고유 

특성이 초기사건 

빈도와 회복조치 

입력시에 적절히 

반영된다. 

 

초기사건과 회복조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전 고유 특성은 정량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희귀한 사건은 산업계의 

일반자료가 

사용되거나,원전고유 

특성을 반영하는 원전 

고유 FT 평가와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매우 드문 사건은 공학적 

판단이 사용되고, 적절한 

일반자료원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또는, 

판단에 기초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어 왔다. 

 

초기사건과 회복조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전 고유 특성은 정량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하는 원전 

고유 특성은 다음과 

같다. 

* LOOP 및 LOOP 

회복조치관련 원전 위치 

및 기후  

* 냉각해수 intake특성 

및 발전소 경험 

* LOCA 빈도 계산 

 

드문사건에 관해서는 

산업계의 일반자료가 

사용되어야 하며, 

원전고유 특성을 

반영하는 원전 고유 FT 

평가 활용시에도 

일반자료가 많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매우 드문 사건은 공학적 

판단이 사용되고, 적절한 

일반자료원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또는, 

정량화 모델에서 제외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초기사건과 회복조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원전 고유 특성은 정량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어야하는 원전 

고유 특성은 다음과 

같다. 

* LOOP관련 원전 지형과 

LOOP 회복조치 

* 냉수(Service Water) 

입력구 특성 및 발전소 

경험 

* LOCA 빈도 계산 

 

희귀한 사건에 관해서는 

산업계의 일반자료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고, 

그의 적절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추가로, 원전고유 특성을 

반영하는 원전 고유 FT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반자료 사용이나 

FT 는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하고 

비교가 있어야 한다.   

 

매우 드문 사건은 공학적 

판단이 사용되고, 적절한 

일반자료원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또는, 

정량화 모델에서 제외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 인허가 PSA 

모델은 2 등급. 

- RM 모델은 

2~3등급. 

o 고유

특성 반영 부분 

. Loop 관련 Site 

위치 및 기후조건 

반영 

. Intake 특성 반영 

o Rar

e Event 

. FT-based IEF 고려 

 

o 매우 

드문 사건 

 R

V Rupture 빈도 

이하의 IEF는 배제함 

 B

ypass mode IE는 

배제 안함 

 

 

 

 

 

o 파괴

공학을 이용한 Pipe 

Failure rate에 의한 

LOCA 빈도 계산 

반영 필요 

 

o LODC, 

LOKV등에서 bus 

work failure 만 

고려된것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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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6 

Plant specific 

experience is 

reflected in the 

initiating event 

definitions and 

frequency plus 

recovery inputs 

where 

appropriate 

 

The most recent and 

applicable plant specific 

data is not used to 

characterize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or recovery 

probabilities have not 

effectively reflected 

plant specific features 

or procedures.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should be 

calculated directly from 

plant specific data, if 

sufficient data is 

available.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should 

use the most recent 

available data to 

quantitatively 

characterize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Rectification actions 

that are credited should 

be documented.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should use a 

Bayesian update 

process of generic 

industry data if only 

limited data is available.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should not 

use data from the initial 

year of commercial 

operation. 

Recovery data may be 

even more difficult to 

justify.  However, plant 

specific information 

should be used in the 

assessment where 

available. 

 

Plant specific data shall 

be used for all initiating 

events that have 

occurred.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should 

use the most recent 

available data to 

quantitatively 

characterize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Rectification actions 

that are credited should 

be documented.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should use a 

Bayesian update 

process of generic 

industry data if only 

limited data is available.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should not 

use data from the initial 

year of commercial 

operation. 

Recovery data may be 

even more difficult to 

justify.  However, plant 

specific information 

should be used in the 

assessment where 

avail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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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6 

원전 고유 

경험이 초기사건 

빈도와 회복조치 

입력시에 적절히 

반영된다. 

 

초기사건 빈도 계산을 

위해 가장 최근의 

적용가능 원전 고유 

자료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또는, 회복조치 확률에 

원전 고유 특성이나 

절차가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초기사건 빈도는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하면 

원전고유자료로 부터 

직접 계산되어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 정량화는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는이용 

자료가 적을 경우 일반 

산업체 자료의 베이지안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는 

상업운전 첫해 자료는 

이용하지 않는다. 

 

회복조치자료는 더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평가시 적절한 

곳에 원전 고유 정보가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초기사건 빈도에는 

반드시 원전 고유 자료가 

이용되어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는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하면 

원전고유자료로 부터 

직접 계산되어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 정량화는 

가장 최근의 이용가능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는이용 

자료가 적을 경우 일반 

산업체 자료의 베이지안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는 

상업운전 첫해 자료는 

이용하지 않는다. 

 

회복조치자료는 더 

정당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평가시 적절한 

곳에 원전 고유 정보가 

사용되어야 한다. 

 

2

~

3 

 

- RM 모델 기준 

o 원전고유자료 

반영(K-Trip DB활용) 

o Bayesian 

Update는 국내의 

경우 over 또는 

underestimation이 

있어 사용 안함. 

o 경험자료 부족으로 

상업운전 초기 자료 

사용 

 

 

 

 

 

자료가 많은 운전중인 

원전은 Bayesian 

Update 필요. 

 

자료가 많은 운전중인 

원전은 상업운전 초기 

자료 제외 필요.  

 

 

 

 

 

 

 

 

건설 중인 

원전은 

포함 가능. 

IE-17 

A systematic 

process is used 

to identify the 

need for and 

application of 

techniques such 

as plant specific 

models or 

 

--- 

 

A systematic evaluation 

should be performed to 

ascertain whether a 

technique such as an 

FMEA or fault tree 

should be used for a 

given system with the 

intent of identifying 

 

A systematic evaluation 

should be performed 

using a defined process 

(FMEA or Fault tree 

analysi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an 

initiating event due to 

each plant system and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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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FMEAs, to 

quantify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and 

recovery. (See 

also SY-21) 

whether an initiating 

event should be 

included for the given 

system or train.  The 

method chosen should 

be implemented.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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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7 

* 초기사건 

빈도와 회복조치 

정량화를 위해 

원전 

고유모델이나 

FMEA같은 

기법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그 

응용을 

파악하는데 

체계적인 과정이 

사용된다. 

 

--- 

 

한 초기사건이 한 주어진 

계통이나 계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파악할 목적으로 그 

주어진 계통에 관한 

FMEA나 FT 같은 기법이 

사용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한 체계적인 

방법이 수행되어야 한다.  

선택한 방법은  

이행되어야 한다. 

 

한 초기사건이 각 

계통이나 계열 때문일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의된 과정(FMEA나 FT 

분석)을 사용하는 

체계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3 

 

정량화를 위해 

체계적인 과정 

사용함. 

FT-based IE 

전기 Bus의 Failure 

영향 

SBO case 

  

 

IE-18 

DOCUMENTATI

ON 

•  
Documentation 

provides the 

basis of the 

quantified 

values and is 

traceable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shall be 

documented.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shall be 

documented.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derivation of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and the 

recoverie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initiating event.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shall be 

documented.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derivation of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and the 

recoverie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initiating event. 

 

 

 

 

 

 

 

IE-18 

문서 

* 문서는 

정량화된 

값의근거를 

제공하고 

추적가능하다. 

 

초기사건 빈도는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는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 

산출과정과 초기사건과 

연계되어 사용된 

회복조치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는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한다. 

 

초기사건 빈도 

산출과정과 초기사건과 

연계되어 사용된 

회복조치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2 

 

- 인허가 PSA는 

문서화됨 

- RM은 K-TripDB 활용 

절차가 문서화 안됨 

 

 

- K-TripDB 활용 절차 

문서화 필요 

 

IE와 

연관된 

회복조치는 

U3,4 

에서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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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19 

•  
Documentation 

reflects the 

process used 

 

Documentation reflects 

general process 

features.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IE-4 through IE-

17.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IE-4 through IE-

17.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IE-19 

* 문서는 사용된 

과정을 

반영한다. 

 

문서는 일반적인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다. 

 

IE-4에서 IE-17 까지의 

기준을 각각  만족시키는 

근거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 문서는 그 과정과 

부합되는 결과를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IE-4에서 IE-17 까지의 

기준을 각각  만족시키는 

근거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  

 

그 문서는 그 과정과 

부합되는 결과를 반드시 

기술하여야 한다. 

 

3 

 

3,4,6장 참조 

  

IE-20 

•  
Documentation 

provides the 

basis for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groupings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grouping of initiating 

events.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grouping of initiating 

event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grouping of initiating 

events. 

 

 

 

 

 

 

 

IE-20 

초기사건 빈도 

그룹핑 근거에 

관한 문서 

 

초기사건 그룹핑 근거에 

관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 

 

초기사건 그룹핑 근거에 

관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 

 

초기사건 그룹핑 근거에 

관해 반드시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 

 

3 

 

표 제시. 최종 선정 

이유 및 영향 등 

4장에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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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IE-21 

•  Independent 

review provided 

for the 

documented 

results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should be 

reviewed.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Independent review of 

the initiating event 

interpretation and 

categorization process 

should be performed by 

operations personnel or 

equivalent. 

 

 

 

 

 

 

 

IE-21 

문서화된 결과를 

제공하는 

독립검토 

 

초기사건 분석은 검토 

받아야 한다. 

 

저명한 자에 의해 

독립검토가 수행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저명한 자에 의해 

독립검토가 수행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초기사건 판별과 그룹별 

구분 과정의 독립검토는 

운전요원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3 

 

IAEA Peer Review 

(최종’97) 받음 

 

Safety Mission 

(’95년) 

  

 

 

질의/ 답변 

문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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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사고 경위 평가(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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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AS-1 

Guidance 

Described the 

process used 

General description of 

the accident sequence 

analysis process is 

provided 

The documentation of 

the accident sequence 

analysis should be 

sufficiently well 

described in the 

documented results to 

act as guidance for 

future updated and 

revisions 

A specific guidance 

document should be 

available that specifies 

the process for accident 

sequence analysis 

including the updating 

process 

    

AS-1 

절차 

사용된 과정 

설명 

사고경위 분석 과정에 

대한 일반적 설명 기술 

차후 개정과 갱신를 위한 

절차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 기술 

갱신과정을 포함한 특정 

사고 

경위 분석 절차가 

이용가능 해야 한다. 

3(

?) 

보고서 4.1 ~ 4.3에 

기술 

절차서로 활용될 
수준의 자세한 설명은 
기술되어 있자 않다고 
판단됨 

 절차서 
수준의 
상세한 
설명 필요 

AS-2 

Consistent with 

industry 

practices 

General adherence is 

accepted industry 

approaches is included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performing the accident 

sequence analysis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The guidance for 

accident sequences 

analysis should be 

complete and detail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AS-2 

실제 산업계 

상황과의 일관성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 고수 

문서나 특정 

절차서에서는 사고경위 

분석 수행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증명된 접근 

방법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사고경위 분석을 위한 

절차서는 자세하고 

완전해야 하며, 증명된 

방법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 

보고서 4.1 ~ 4.3에 

기술 

주관적 판단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고 경위 
분석 근거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분석 근거 
기술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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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AS-3 

Sufficient detail 

provided for 

reproducing the 

evaluation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is available to 

describe general 

approaches used. The 

general description is 

sufficient to convince 

the reviewers that the 

process could be 

repeated with the 

similar results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eans to obtain 

equivalent results 

The guidance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produce the results 

   Sufficient 

detail 

provided 

for 

reproducin

g the 

evaluation

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 

AS-3 

평가 재생산을 

위한 기술의 

상세성 

문서 또는 특정 

절차서를 사용된 일반적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 

설명은 기술된 과정에 

따른 재계산 결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검토자에게 확신시킬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문서 또는 특정 절차서는 

같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절차서는 결과를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해야 한다. 

3 보고서 4.1 ~ 4.3에 

기술 

주관적 판단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수행하면 

equivalent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검토자가 

확신할 

정도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판단이 좀 

어려움...  

AS-4 

Accident 

Scenario 

Evaluation 

The event tree 

reflect the 

initiating event 

grouping 

Event trees should 

reflect the initiating 

event groups.  The 

plant response to the 

different initiating event 

groups shall be 

modeled.  This 

includes:  timing, 

system success 

criteria, operator 

actions. 

The level of detail, 

scope and 

completeness may be 

less than that for 

Grades 3 and 4. 

There should be a 

Event tree shall reflect 

the initiating event 

groups. The plant 

response to the different 

initiating event groups 

shall be modeled. This 

includes: timing, system 

success criteria, 

operator actions. 

The level of detail, scope 

and completeness 

should be at the current 

state of the technology 

with few, if any, 

exceptions which must 

be determined to be 

inconsequential. 

Event tree shall reflect 

the initiating event 

groups. The plant 

response to the different 

initiating event groups 

shall be modeled. This 

includes: timing, system 

success criteria, 

operator actions. 

The level of detail, 

scope and 

completeness shall be 

at the current state of 

the technology. 

There shall be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initiating even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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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initiating 

event groups and the 

event tree modeled 

response. 

Note: while event trees 

should be developed, 

other logic models may 

be justified to replace 

the event tree structure 

(e.g., single top fault 

tree). 

There should be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initiating event groups 

and the event tree 

modeled response. 

The event trees should 

reflect the initiating 

events and their potential 

for impact on mitigation 

systems. Note, while 

event trees should be 

developed, other logic 

models may be justified 

to replace the event tree 

structure (e.g., single top 

fault tree). 

and the event tree 

modeled response. 

The event trees should 

reflect the initiating 

events and their 

potential for impact on 

mitigation systems. 

Note: while event trees 

should be developed, 

other logic models may 

be justified to replace 

the event tree structure 

(e.g., single top fault 

tree) 

AS-4 

사고 경위 계산 

사건수목에 

초기사건 그룹을 

반영 

사건수목은 초기사건 

그룹을 반영해야 한다. 

각기 다른 초기기사건 

그룹에 대한 발전소의 

반응을 모델하도록 

한다. 모델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시간, 계통 

성공기준, 운전원 

조치이다. 

상세성 정도는 범위와 

완성도 측면에서는 

Grade 3,4 보다는 

낮아도 된다. 

초기사건 그룹과 

사건수목 모델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Note: 사고 경위를 

개발해도 되고 다른 

논리 모델이 사건수목을 

대체해도 된다. (예, 

single top fault tree) 

사건수목은 초기사건 

그룹을 반영하도록 한다. 

각기 다른 초기기사건 

그룹에 대한 발전소의 

반응을 모델하도록 한다.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시간, 계통 

성공기준, 운전원 

조치이다. 

상세성 정도는 범위와 

완성도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따르도록 한다 

초기사건 그룹과 

사건수목 모델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도록 한다. 

사건수목은 초기사건과 

사고 완화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을 

사건수목은 초기사건 

그룹을  

반영해야 한다. 각기 

다른 초기기사건 그룹에 

대한 발전소의 반응을 

모델해야 한다.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시간, 계통 성공기준, 

운전원 조치이다. 

상세성 정도는 범위와 

완성도 측면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을 따라야 

한다. 

초기사건 그룹과 

사건수목 모델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건수목은 초기사건과 

사고 완화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3 주로 보고서 4.3절에 

언급. 참고 자료는 

T/H backup 

material과 보고서에 

어급된 참고 자료  

초기사건 그룹을 

LOCA와  

Transient로 나누어 

모델하였고 계통의 

성공 기준, 운전원 

조치 시간 등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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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Note: 사고 경위를 

개발해도 되고 다른 논리 

모델이 사건수목을 

대체해도 된다. (예, 

single top fault tree) 

Note: 사고 경위를 

개발해도 되고 다른 논리 

모델이 사건수목을 

대체해도 된다. (예, 

single top fault tree) 

AS-5 

The models and 

analysis are 

consistent with 

the as-built 

plant (as could 

be confirmed 

during the Peer 

Review 

process)⑹ 

The models and 

analysi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as-

built plant. 

Conservative modeling 

of the as-built plant 

results from lack of 

available information. 

System analysis and 

dependency evaluation 

tasks of the PRA shall 

provide input to the 

accident sequence 

model development. 

The models and analysi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as-built plant. 

Realistic modeling of the 

as-built plant should be 

performed as supported 

by available information. 

System analysis and 

dependency evaluation 

tasks of the PRA shall 

provide input to the 

accident sequence 

model development. 

The models and 

analysi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as-

built plant. 

Realistic modeling of 

the as-built plant shall 

be performed as 

supported by available 

information. 

System analysis and 

dependency evaluation 

tasks of the PRA shall 

provide input to the 

accident sequence 

model development. 

        

AS-5 

모델과 분석의 

발전소  

현 상태와의 

일치성 

모델과 분석이 발전소의 

현 상태와 일치하도록 

한다. 

발전소의 현 상태에 

대한 보수적인 모델은 

이용 가능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이다. 

계통 분석과 종속성 

평가는 사고경위 모델 

개발에 입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델과 분석은 발전소의 

현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 

발전소 현상태에 대한 

실제적인 모델, 계통 

분석과 종속성 평가는 

사고경위 모델 개발에 

입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델과 분석은 발전소의 

현  상태와 일치해야 

한다. 

발전소 현상태에 대한 

실제적인 모델, 계통 

분석과 종속성 평가는 

사고경위 모델 개발에 

입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발전소의 현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등급에서는 

발전소 상태의 반영이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등급2로 평가 

발전소의 현 상태와 

일치성을 확인하고 

보완 

RM 모델의 

사고경위  

AS-6 

The necessary 

critical safety 

The necessary critical 

safety functions to 

reach a safe stable 

The necessary critical 

safety functions to reach 

a safe stable state shall 

The necessary critical 

safety functions to 

reach a safe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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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functions are 

modeled in each 

sequence 

state shall be included 

in the model. 

Critical safety functions 

are addressed either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in the PRA. 

be included in the 

model. 

Each necessary critical 

safety function should be 

explicitly included in the 

quantitative model. 

Exceptions to the critical 

safety functions should 

be clearly defined. 

state shall be included 

in the model. 

Each necessary critical 

safety function shall be 

explicitly included in the 

quantitative model. 

Exceptions to the critical 

safety functions should 

be clearly defined. 

AS-6 

각 경위에 

필요한 중요 

안전 기능 모델 

Safe stable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안전 

기능을 모델에 포함해야 

함. 주요 안전 기능은 

PRA에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언급  

Safe stable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안전 

기능을 모델에 포함해야 

함. 필요한 각 중요 안전 

기능은 정량적 모델에 

명백하게 포함하도록 

한다. 

예외는 분명히 

정의하도록 한다. 

Safe stable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안전 

기능을 모델에 포함해야 

함. 필요한 각 중요 안전 

기능은 정량적 모델에 

명백하게 포함해야 한다. 

예외는 분명히 

정의하도록 한다. 

3 보고서 3장 table 

3.2.2-1과 4.1절에 

기술  

주요 안전 기능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판단  

고련된 주요 안전 

기능은 

RCS inventory 

control, reactivity 

control, decay heat 

removal, RCS 

pressure control 

Containment 

integrity와 

Radioactivity 

control은 level1의 

대상이 아니다.(Level 

2의 PDS에서 고려) 

이는 보고서 4.1절의 

사고  종결 조건에 

기술되어 있다. 

  

AS-7 

All relevant 

systems are 

credited for 

each function 

  All relevant systems 

should be credited in the 

quantified model. 

The principal issue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a 

All relevant systems to 

support the critical 

safety funct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quantified model. 

The princip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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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relevant system are: 

ㆍ Does the system 

influence success criteria 

used in the PRA? 

ㆍ Can a system by itself 

result in a system 

success? 

ㆍ If so, is it always a 

success (of is the 

success dependent on 

the power level)? 

ㆍ Can the success of 

the system be supported 

by available thermal 

hydraulic analysis? 

ㆍ Is the system 

independent of non-

safety power or controls 

that may not be available 

when required as 

backup? 

If all questions are 

answered "Yes," then the 

system should be 

included in the PRA.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a 

relevant system are: 

Does the system influence 

success criteria used in 

the PRA? 

Can a system by itself 

result in a system 

success or is its 

success dependent on 

the success of similar 

functional equipment? 

If so, is it always a 

success (or is the 

success dependent on 

the power level)? 

Can the success of the 

system be supported by 

available thermal 

hydraulic analysis? 
Is the system independent 

of non-safety power or 

controls that may not be 

available when required 

as backup? 

If all questions are 

answered “Yes,” then 

the system should be 

included in the PRA. 

AS-7 

각 기능 수행을 

위한 모든 관련 

계통 고려. 

  모든 관련 계통이 

정량화된 모델에서 

고려되도록 한다.  

관련 계통의 결정과 

연관된 주요 문제점: 

계통이 PRA 성공기준에 

영향을 주는가? 

주요 안전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모든 관련 

계통을 정량화된 모델에 

고려해야 한다.  

관련 계통의 결정과 

연관된 주요 문제점: 

계통이 PRA 성공기준에 

3 보고서의 3장 Table 

3.2.2-1과 4.3절(각 

ET), 5장 계통 종속성 

부분(주요 문제점) 

대부분의 관련 계통이 

다  

모델되었다고 

 사건수목을 

재구성할 

경우에는 

다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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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계통 자체가 계통의 

성공으로 끝날 수 있나? 

그렇다면 항상 성공인가? 

아니면 power level에 

종속적인가? 

계통의 성공은 이용 가능한 

열수력 분석으로 보조될 

수 있나?  

backup이 요구될 때, 이용 

가능하지 않아도 되는 

비안전 전기 또는 제어에 

독립적인 계통인가? 

위 모든 질문에 해당되는 

계통이면 PRA모델에 

포함되도록 한다.   

영향을 주는가? 

계통 자체가 계통의 

성공으로 끝날 수 있거나 

계통의 성공이 유사 

기능을 하는 기기의 

성공에 종속적인가? 

그렇다면 항상 성공인가? 

아니면 power level에 

종속적인가? 

계통의 성공은 이용 가능한 

열수력 분석으로 보조될 

수 있나? 

backup이 요구될 때, 이용 

가능하지 않아도 되는 

비안전 전기 또는 제어에 

독립적인 계통인가? 

위 모든 질문에 해당되는 

계통이면 PRA모델에 

포함되도록 한다. 

판단된다.  

AS-8 

The branching 

structure and 

transfers among 

event trees 

maintain and 

resolve the 

failure paths 

The branching structure 

and transfers among 

event trees should 

maintain and resolve 

the failure paths. 

A reasonably complete 

set of event sequences 

involving core damage 

that could result from 

each modeled initiating 

event should be 

developed. 

The level of 

discrimination in the 

event tree structure 

should be a sufficient 

to represent the critical 

safety function 

The branching structure 

and transfers among 

event trees shall maintain 

and resolve the failure 

paths. 

Transfers between event 

tree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may be 

treated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A reasonably complete 

set of event sequences 

involving core damage 

that could result from 

each modeled initiating 

event shall be 

developed. 

The level of 

The branching structure 

and transfers among 

event trees shall 

maintain and resolve the 

failure paths. 

Transfers between event 

trees shall be clearly 

defined and may be 

treated quantitatively. 

A reasonably complete 

set of event sequences 

involving core damage 

that could result from 

each modeled initiating 

event shall be 

developed. 

The level of 

discriminatio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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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challenges. 

The transfers among 

event trees should 

preserve the 

dependencies that are 

part of the transferred 

sequence. This 

includes functional, 

system, initiating event, 

operator, and spatial or 

environmental 

dependencies. 

discrimination in the 

event tree structure 

should be a sufficient to 

represent the critical 

safety function 

challenges. 

The transfers among 

event trees should 

preserve the 

dependencies that are 

part of the transferred 

sequence. This includes 

functional, system, 

initiating event, operator, 

and spatial or 

environmental 

dependencies. 

event tree structure 

should be a sufficient to 

represent the critical 

safety function 

challenges. 

The transfers among 

event trees shall 

preserve the 

dependencies that are 

part of the transferred 

sequence. This includes 

functional, system, 

initiating event, 

operator, and spatial or 

environmental 

dependencies 

AS-8 

사건수목에서 

실패 경로 추적 

사건수목에서의 분기와 

전이로 실패 경로를 

유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모델된 각 초기사건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노심손상과 연관된 사고 

경위가 개발되도록 함. 

사건수목에서 

판별수준은 중요한 

안전기능에 미치는 

위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함. 

사건수목 간의 전이는 

전이된 경위 부분의 

종속성을 유지하도록 

함. 기능, 계통, 

초기사건, 운전원, 공간 

및 환경적 종속성을 

포함 

사건수목에서의 분기와 

전이로 실패 경로를 

유지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건수목 간의 전이는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다루어도 됨 

발생될 수 있는 

노심손상과 연관된 사고 

경위가 개발되어야 함. 

사건수목에서 판별수준은 

중요한 안전기능에 

미치는 위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함. 

사건수목 간의 전이는 

전이된 경위 부분의 

종속성을 유지하도록 함. 

기능, 계통, 초기사건, 

운전원, 공간 및 환경적 

종속성을 포함 

사건수목에서의 분기와 

전이로 실패 경로를 

유지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건수목 간의 전이는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정량적으로 다루어야 함 

발생될 수 있는 

노심손상과 연관된 사고 

경위가 개발되어야 함. 

사건수목에서 판별수준은 

중요한 안전기능에 

미치는 위협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함. 

사건수목 간의 전이는 

전이된 경위 부분의 

종속성을 유지해야 함. 

기능, 계통, 초기사건, 

운전원, 공간 및 환경적 

종속성을 포함 

3 OL용 모델은 

qualitative logic 후 

quantitative model 

사용했으며, RM 

모델에서는 

quantitative 모델만을 

사용. 두 개의 모델 

모두 종속성은 

반영하고 있으나 

완전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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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AS-9 

Success paths 

are defined 

correctly 

Success paths shall be 

defined correctly. 

Conservative bias to 

the treatment of 

success paths are 

included. 

Success paths shall be 

defined correctly. 

Realistic treatment of 

success paths should be 

implemented. 

Success paths shall be 

defined correctly. 

Realistic treatment of 

success paths shall be 

implemented. 

        

AS-9 

명확한 성공 

경로 정의  

성공 경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성공 경로 취급에 있어 

보수적인 성향이 포함됨 

성공 경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실제적인 성공경로 

처리를 포함하도록 함 

성공 경로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실제적인 성공경로 

처리를 포함해랴 함 

3 보고서 4.1절에 

성공경로를 기술하고 

있다. 

각 ET 개발시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인 성공경로 

처리 반영  

 

   

AS-10 

Dependencies 

among top 

events are 

identified and 

addressed 

Dependencies among 

top events should be 

identified and are 

treated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Accident sequence 

dependencies should 

be accounted for. 

Functional: Functional 

failures due to the 

accident sequence 

should be addressed, 

e.g.: 

a) LOCA initiator 

causes debris clogging 

of ECCS Suction 

b) low pressure system 

injection success 

dependent on need for 

RPV depressurization. 

c) Unavailability of TBV 

due loss of condenser 

vacuum. 

Dependencies among 

top events shall be 

identified and should be 

included quantitatively in 

the model. 

Accident sequence 

dependencies shall be 

accounted for. 

Functional: Functional 

failures due to the 

accident sequence 

should be addressed, 

e.g.: 

a) LOCA initiator causes 

debris clogging of ECCS 

Suction 

b) low pressure system 

injection success 

dependent on need for 

RPV depressurization. 

c) Unavailability of TBV 

due loss of condenser 

vacuum. 

Dependencies among 

top events shall be 

identified and shall be 

quantitatively included in 

the mode. 

Accident sequence 

dependencies shall be 

accounted for. 

Functional: Functional 

failures due to the 

accident sequence 

should be addressed, 

e.g.: 

a) LOCA initiator causes 

debris clogging of ECCS 

Suction 

b) low pressure system 

injection success 

dependent on need for 

RPV depressurization. 

c) Unavailability of TBV 

due loss of condenser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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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Intra and Intersystem: 

Common cause may be 

treated per dependency 

criteria. System 

dependencies can be 

assessed in system 

notebooks, 

dependency matrices, 

or linked fault trees. 

Human: Adverse 

environment or 

sequence timing 

influences on operator 

actions are treated in 

general ways without 

sufficient detail to 

establish traceability 

and reproducibility in 

the HRA. 

Spatial/Environmental: 

Spatial/Environmental 

dependencies that may 

result from initiating 

events and subsequent 

sequences are treated 

in general ways without 

sufficient detail to 

establish traceability 

and reproducibility in 

the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Intra and Intersystem: 

Common cause shall be 

treated per dependency 

criteria. System 

dependencies should be 

assessed in system 

notebooks, dependency 

matrices, or linked fault 

trees. 

Human: Adverse 

environment or sequence 

timing influences on 

operator act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HRA. 

Spatial/Environmental: 

Spatial/Environmental 

dependencies that may 

result from initiating 

events and subsequent 

sequences shall be 

included in the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Intra and Intersystem: 

Common cause shall be 

treated per dependency 

criteria. System 

dependencies shall be 

assessed in system 

notebooks, dependency 

matrices, or linked fault 

trees. 

Human: Adverse 

environment or 

sequence timing 

influences on operator 

actions shall be 

included in the HRA. 

Spatial/Environmental: 

Spatial/Environmental 

dependencies that may 

result from initiating 

events and subsequent 

sequences shall be 

included in the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AS-10 

정점 사건 

사이의  

종속성을 찾고 

설명  

Top event 간의 

종속성을  찾고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다루어야 함 

사고경위 종속성을 

설명해야 함 

기능적: 사고경위에 

Top event 간의 종속성을 

찾아야 하고  모델에서 

정량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사고경위 종속성을 

설명해야  함 

기능적: 사고경위에 의한 

Top event 간의 

종속성을 찾아야 하고  

모델에서 정량적으로 

포함해야만 함 

사고경위 종속성을 

설명해야야 함 

기능적: 사고경위에 의한 

3 정점사건 사이의 

종속성 고려하고 

있음. 

기능적 종속성에 

예시된 사항은 모두 

고려하고 있음 

공통원인은 

 공간/환경

적 

종속성에 

대한 분석 

수행 

정도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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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의한 기능고장을 

설명해야 함, 즉,: 

- ECCS 흡입구의 

데브리 막힘으로 인한 

LOCA 유발인자 

- SORV, 감압, 

격납건물 열제거에 대한 

터빈구동계통의 종속성- 

RPV 감압에 대한 

저압안전계통의 종속성 

- Condenser 

vacuum상실에 의한 

TBV의 이용 불능 

Intra & Intersystem: 

공통원인은 종속성 

범주에서 다루어도 됨. 

계통종속성을 system 

NB, dependency 

matrices 또는 연결된 

고장수목에서 평가할 수 

있다. 

Human: 운전원 조치에 

역행하는 environment 

or sequence timing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룬다.   

Spatial/Environmental: 

초기사건과 후속 경위 

결과로 발생되는 

공간/환경적 종속성은 

사고경위 평가에서 

추적과 재생을 위한 

상세성이 없이 일반적 

방법으로 다룬다.   

기능고장을 설명해야 함, 

즉,: 

- ECCS 흡입구의 데브리 

막힘으로 인한 LOCA 

유발인자 

- SORV, 감압, 격납건물 

열제거에 대한 

터빈구동계통의 종속성 

- RPV 감압에 대한 

저압안전계통의 종속성 

- Condenser 

vacuum상실에 의한 

TBV의 이용 불능 
Intra & Intersystem: 

공통원인은 종속성 

범주에서 다루어야만 함. 

계통종속성을 system NB, 

dependency matrices 

또는 연결된 

고장수목에서 평가해야 

함. 

Human: 운전원 조치에 

반하는 environment or 

sequence timing을 

HRA에 포함해야 한다.  

Spatial/Environmental: 

초기사건과 후속 경위 

결과로 발생되는 

공간/환경적 종속성은 

사고경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기능고장을 설명해야 함, 

즉,: 

- ECCS 흡입구의 

데브리 막힘으로 인한 

LOCA 유발인자 

- SORV, 감압, 격납건물 

열제거에 대한 

터빈구동계통의 종속성- 

RPV 감압에 대한 

저압안전계통의 종속성 

- Condenser 

vacuum상실에 의한 

TBV의 이용 불능 
Intra & Intersystem: 

공통원인은 종속성 

범주에서 다루어도 됨. 

계통종속성을 system 

dependency matrices 

또는 연결된 

고장수목에서 평가할 수 

있다. 

Human: 운전원 조치에 

반하는 environment or 

sequence timing을 

HRA에 포함해야 한다.  

Spatial/Environmental: 

초기사건과 후속 경위 

결과로 발생되는 

공간/환경적 종속성은 

사고경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기기그룹별로 환경, 

기능, 설계, 제조자, 

보수 등을 고려 

계통 종속성은 보고서 

5.1절과 5.2절에 기술 

인간 오류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HRA전문가에게 

제공(T/H 또는 

일반적인 사고 완화 

Time window를 

이용한 시간정보 

제공함.   

공간/환경적 종속성에 

대해서는 관심 영역에 

대한 분석 수행.  

 

정의하느냐

에 따라 

2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AS-11 

The method of 

treating 

dependencies is 

The method of treating 

dependencies should 

be documented and 

consistently applied to 

The method of treating 

dependencies should be 

documented and 

consistently applied to 

The method of treating 

dependencies shall be 

documented and 

consistently a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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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documented 

and consistently 

applied to 

capture the 

dependencies 

among top 

events. 

capture the 

dependencies among 

top events. 

Conservative biases to 

the treatment of 

dependencies ar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capture the 

dependencies among 

top events. 

A realistic treatment of 

the dependencies should 

be implemented. 

capture the 

dependencies among 

top events. 

A realistic treatment of 

the dependencies shall 

be implemented. 

AS-11 

종속성을 다루는 

방법의 문서화 

및 일관성 

종속성을 다루는 방법을 

문서화하도록 하고, 

정점사건 사이의 

종속성을 찾기 위해 

일관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보수적인 경향으로 

모델된다. 

종속성을 다루는 방법을 

문서화하도록하고, 

정점사건 사이의 

종속성을 찾기 위해 

일관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실제적인 종속성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종속성을 다루는 방법을 

문서화해야 하고, 

정점사건 사이의 

종속성을 찾기 위해 

일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실제적인 종속성을 

적용해야 한다. 

3 별도로 사고경위 

종속성에 대한 방법 

기술은 없으나 4장, 

6장, 7장에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실제적인 

종속성을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 

(완전성 

측면에서) 

AS-12 

PWRs: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reactor coolant 

pump seal 

LOCA, which 

may result from 

a loss of seal 

cooling due to 

various causes, 

is used and 

documented. 

Appropriate seal 

cooling 

dependencies 

are considered. 

Pump seal LOCA 

should be explicitly 

incorporated in the PSA 

model.  

Pump seal LOCA should 

be explicitly incorporated 

in the PSA model. 

Pump seal LOCA shall 

be explicitly 

incorporated in the 

model. 

        

AS-12 

RCP Seal LOCA 

모델 및 문서화 

Seal Cooling 

펌프 seal LOCA가 PSA 

모델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한다. 

펌프 seal LOCA가 PSA 

모델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한다 

펌프 seal LOCA가 PSA 

모델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3 KSNP RCP는 Byron-

Jackson형으로, seal 

건전성 평가를 위한 

실험 및 경험조사 

 RCP seal 

LOCA 

가능성의 

재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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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종속성 고려 자료를 기록한 CE 

문헌 검토로부터 최종 

RCP seal LOCA 

배제됨 

이 내용은 4.3.12의 

SBO ET에 기술 

따라 모델 

가능성도 

있음  

AS-13 

Time phased 

evaluation is 

included for 

sequences with 

significant time 

dependent 

failure modes 

(e.g., batteries 

for SBO, PWR 

RCP seal LOCA) 

and significant 

recoveries 

(e.g., AC 

recovery for 

SBO) 

  Time phased analysis for 

accident sequences with 

well defined potential for 

recovery should be 

included in the quantified 

model. 

The following time 

phased events may be 

included in a realistic 

assessment of the 

accident sequences and 

the procedurally directed 

operator 

actions resulting for 

LOOP/SBO; 

ㆍ AC power recovery  

ㆍ DC battery adequacy 

(time dependent 

discharge) 

ㆍ Environmental 

conditions (e.g., room 

cooling for operating 

equipment and the 

control room 

ㆍContainment pressure 

ㆍ Recirc Pump Seal 

Failure 

Similarly, for 

ATWS/failure to scram 

events, key time 

dependent actions which 

may be included:   

Time phased analysis 

for 

accident sequences 

with well defined 

potential for recovery 

shall be included in the 

quantified model. 

The following time 

phased events should 

be included in a realistic 

assessment of the 

accident sequences and 

the procedurally 

directed operator 

actions resulting for 

LOOP/SBO; 

ㆍAC power recovery  

ㆍDC battery adequacy 

(time dependent 

discharge) 

ㆍEnvironmental 

conditions (e.g., room 

cooling for operating 

equipment and the 

control room 

ㆍ Containment 

pressure 

ㆍRecirc Pump Seal 

Failure 

Similarly, for 

ATWS/failure to scram 

events, ke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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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Other events that may be 

subject to strong time 

dependent 

characterization include:  

As part of the time 

dependence 

assessment, the 

following should be 

addressed: 

Mission time of diesel 

generators 

Component Cooling 

surge tank leaks causes 

loss of closed Loop 

cooling NPSH 

dependent actions 

which should be 

included:   

Other events that may 

be subject to strong 

time dependent 

characterization include:   

As part of the time 

dependence 

assessment, the 

following should be 

addressed: 

Mission time of diesel 

generators 

Component Cooling 

surge tank leaks causes 

loss of closed Loop 

cooling NPSH 

AS-13 

시간에 종속적인 

고장 

모드와 

회복조치를 

포함한 경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시간에 

따른 평가를 

한다.  

  회복조치를 위해, 정의된 

잠재성을 가진 

사고경위에 대한 시간에 

따른 분석을 모델에 

포함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시간에 따른 사건은 

실제적인 사고경위 

평가와 LOOP/SBO에 

따른 결과로 절차상 

운전원이 취하는 조치에 

포함되어도 된다. 

- AC power 회복 

- DC 배터리의 

적절성(시간에 따라 

방전되는 경우) 

- 기기 설치실과 

제어실의 환경 상태 

- 격납용기 압력 

- CST or RWST inventory 

회복조치를 위해, 정의된 

잠재성을 가진 

사고경위에 대한 시간에 

따른 분석을 모델에 

포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시간에 따른 사건은 

실제적인 사고경위 

평가와 LOOP/SBO에 

따른 결과로 절차상 

운전원이 취하는 조치에 

포함되도록 한다. 

- AC power 회복 

- DC 배터리의 

적절성(시간에 따라 

방전되는 경우) 

- 기기 설치실과 

제어실의 환경 상태 

- 격납용기 압력 

3 AC power 회복에 

대해서는 ASQ 

부분에 기술하고 

있다(7장과 6장 일부 

및 관련 부록) 

DC battery 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coping 

duration 고려. 

Room의 온도는 구동 

기기 또는 전자 

부품의 고장 자체로 

변경시킨다는 

관점에서 필요. 이는 

실제적인 분석이 될 

것임. 

U34의 경우 HVAC 

실패 시 구동 기기 

실패라고 보수적인 

가정 사용 

 Surge 

Tank의 

Rupture는 

고려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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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 Recirculation Pump 

Seal 고장 

ATWS에 대해서도 시간에 

종속적인 주요 조치가 

포함되어도 된다. 

시간에 종속성이 큰 다른 

사건들을 포함해도 된다. 

시간 종속성 평가 

부분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 D/G의 임무수행 시간 

- 폐쇄 Loop 냉각 

NPSH의 상실의 원인이 

되는 기기냉각 surge 

tank의 leaks  

- CST or RWST 

inventory 

- Recirculation Pump 

Seal 고장 

ATWS에 대해서도 

시간에 종속적인 주요 

조치가 포함도록 한다. 

시간에 종속성이 큰 다른 

사건들을 포함해도 된다. 

시간 종속성 평가 

부분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 D/G의 임무수행 시간 

- 폐쇄 Loop 냉각 

NPSH의 상실의 원인이 

되는 기기냉각 surge 

tank의 leaks 

일반적으로 모든 

펌프는 정격 수두와 

관련한 고장 모드 

고려 

Surge Tank의 leak이 

발생할 경우 Demi 

water가 자동으로 

충전되므로 leak 으로 

인한 냉각 확률은 

낮음  

각 세부항목별 Time 

based evaluation은 

may 또는 should 

수준이므로 3등급 

정도로 판단.  

  

AS-14 

Functions and 

structure are 

adequate to 

discriminate 

among plant 

conditions 

necessary for 

Level 2 analysis 

LERF should be able to 

be determined from the 

Level 1 end state 

results. 

The degree of accident 

sequence 

discrimination should 

be sufficient to allow 

LERF determination in 

the Level 2 Evaluation. 

LERF shall be able to be 

determined from the 

Level 1 end state results. 

Accident sequences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plant response impacts 

or which may have more 

severe radionuclide 

release potential (e.g., 

LERF) should be treated 

explicitly. This includes: 

ㆍ excessive LOCA 

ㆍ ATWS 

ㆍISLOCA 

ㆍBreaks in high energy 

lines outside 

containment 

ㆍSteam generator tube 

rupture (PWR) 

These should be 

evaluated in a realistic 

LERF shall be able to be 

determined from the 

Level 1 end state 

results. 

Accident sequences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plant response 

impacts or which may 

have more severe 

radionuclide release 

potential (e.g., LERF) 

should be treated 

explicitly. This includes: 

ㆍ Excessive LOCA 

ㆍ ATWS 

ㆍ ISLOCA 

ㆍBreaks in high energy 

lines outside 

containment 

ㆍ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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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manner and have the 

capability to be assessed 

in sensitivity studies. 

Non-conservative 

grouping (subsuming of 

sequences into broader 

categories not bounded 

by the worst case 

accident) shall not be 

performed. 

These shall be 

evaluated in a realistic 

manner and have the 

capability to be 

assessed in sensitivity 

studies. 

Non-conservative 

grouping (subsuming of 

sequences into broader 

categories not bounded 

by the worst case 

accident) shall not be 

performed. 

AS-14 

2단계 분석에 

필요한 발전소 

상태 사이의  

구별을 위한 

기능과 구조의 

적절성 

1단계 종결 상태로부터  

LERF가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고 경위 구별 정도는 

2단계 평가에서 LERF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 

좋다. 

1단계 종결 상태로부터 

LERF가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주 다른 발전소 반응을 

하는 사고 경위나 핵종 

방출의 잠재성이 클지 

모르는 사고 경위는 

명백히 다루도록 한다.  

- excessive LOCA 

- ATWS 

- ISLOCA 

- 격납용기 외부에서의 

높은 에너지 라인의 절단 

- SGTR 

이들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민감도 분석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한다. 

보수적이지 않은 

그룹핑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1단계 종결 상태로부터 

LERF가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주 다른 발전소 반응을 

하는 사고 경위나 핵종 

방출의 잠재성이 클지 

모르는 사고 경위는 

명백히 다루도록 한다. 

-excessive LOCA 

- ATWS 

- ISLOCA 

- 격납용기 외부에서의 

높은 에너지 라인의 절단 

- SGTR 

이들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평가 되어야 

하고 민감도 분석에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적이지 않은 

그룹핑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3 PDS ET는 Level 

2에서 담당 

U34 PSA 보고서 

Level II part 또는 

KAERI/TR02166/200

2 참조 

 

  RM 

모델에서는 

PDS ET와 

CET를 

기반으로 

단순화된 

CET 모델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 

결과의 

realism을 

상대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AS-15 

Transfers 

among 

event trees are 

Transfers among event 

tress should be 

explicitly treated in the 

quantification except 

Transfers among event 

tress should be explicitly 

treated in the 

quantification and shall 

Transfers among event 

tress shall be explicitly 

treated in the 

quantifi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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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performed 

correctly to 

avoid loss of 

information in 

the transfer 

for cases that are 

noted in the 

documented 

descriptions of the 

sequences. 

Treatment of single top 

fault tree as the base 

model shall conform to 

all applicable 

requirements. 

Requirements that 

cannot be met should 

be identified and 

justification provided. 

be documented. 

Treatment of single top 

fault tree as the base 

model shall conform to 

all applicable 

requirements. 

Requirements that 

cannot be met should be 

identified and 

justification provided. 

documented. 

Treatment of single top 

fault tree as the base 

model shall conform to 

all applicable 

requirements. 

Requirements that 

cannot be met should 

be identified and 

justification provided. 

AS-15 

사건수목 사이의 

전이가 전이 

과정에서 정보의 

상실을 피하기 

위해 정확하게 

수행 

경위에 대한 설명이 

문서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수목 

사이의 전이를 정량화 

과정에서 명확히 다루는 

것이 좋다. 

기본 모델로서 단독 

정점사건 고장수목의 

취급은 모든 활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만족시킬 수 없는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필요하다.  

사건수목 사이의 전이가 

정량화에서 명확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좋고 

문서화되도록 한다. 

기본 모델로서 단독 

정점사건 고장수목의 

취급은 모든 활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만족시킬 수 

없는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필요하다. 

사건수목 사이의 전이가 

정량화에서 명확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기본 모델로서 단독 

정점사건 고장수목의 

취급은 모든 활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만족시킬 수 

없는 요구 사항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필요하다. 

3 4.3절과 7장 참조 

U34 RM 모델에서는 

전이 logic이 original 

Psa 모델에 비해 

상세함. 

사건수목 간의 전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문서화  

  

AS-16 

System/compon

ent repair and 

recovery, if 

included in the 

accident 

sequences, are 

correctly 

modeled  

Conservative 

evaluations of repair 

and recovery are 

incorporated in the 

model. 

Repair and recovery 

included in the PSA 

model should be based 

on data or accepted 

models applicable to the 

plant and should account 

for accident sequence 

dependencies such as 

time available, adverse 

environment, and lack of 

Repair and recovery 

included in the PSA 

model shall be based on 

data or accepted 

models applicable to the 

plant and should 

account for accident 

sequence dependencies 

such as time available, 

advers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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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access, lighting, or room 

cooling. 

and lack of access, 

lighting, or room 

cooling. 

AS-16 

계통/ 기기의 

수리와 회복이 

사고 경위에  

포함된다면 

정확히 모델 

수리와 회복에 대한 

보수적인 평가가 모델에 

반영 

PSA모델에 포함된 수리와 

회복 조치는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모델과 

데이터에 기초하는 것이 

좋고, 시간 여유, adverse 

environment, lack of 

access, 조명, room 

cooling 와 같은 사고 

경위 종속성을 

설명하도록 한다. 

PSA모델에 포함된 

수리와 회복 조치는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모델과 데이터에 

기초해야 하고, 시간 

여유, adverse 

environment, lack of 

access, 조명, room 

cooling 와 같은 사고 

경위 종속성을 설명해야 

한다 

2(

3

?) 

6장의 data 부분과 

부록 5의 HRA 및 

회복 조치 부분에 

기술 

그러나 사고 경위 

종속성에 대한 조사 

및 수리와 회복 

조치에 대한 대상 

발전소 자료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수리와 회복 조치에 

대한 모델 시 적용 

가능성을 재조사하고 

종속성에 대한 설명 

추가 필요  

  

AS-17 

SUCCESS 

CRITERIA 

Functional 

success criteria 

identified 

Functional success 

criteria should be 

identified and 

documented. 

The critical safety 

functions ΄ that should 

have technical bases 

developed to support 

the probabilistic 

analyses examples 

include the following: 

ㆍReactivity Control 

   − Control Rods 

   − Boron Injection 

   − RPV Water Level 

Control 

   −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Treatment 

(PWR) 

ㆍRPV Makeup Injection 

Core Cooling 

   - HPI 

   - LPI 

Functional success 

criteria should be 

identified and 

documented. 

The critical safety 

functions ΄ that should 

have technical bases 

developed to support the 

probabilistic analyses 

examples include the 

following: 

ㆍReactivity Control 

   − Control Rods 

   − Boron Injection 

   − RPV Water Level 

Control 

   −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Treatment (PWR) 

ㆍRPV Makeup Injection 

Core Cooling 

   - HPI 

   - LPI 

   - Depressurization 

Functional success 

criteria should be 

identified and 

documented. 

The critical safety 

functions ΄ that should 

have technical bases 

developed to support 

the probabilistic 

analyses examples 

include the following: 

ㆍReactivity Control 

   − Control Rods 

   − Boron Injection 

   − RPV Water Level 

Control 

   −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Treatment (PWR) 

ㆍRPV Makeup Injection 

Core Cooling 

   - HPI 

   - LPI 

   - Depressu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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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 Depressurization 

   - Feed and bleed 

ㆍ RPV Pressure 

Control 

   - 

SRVs/SVs/TBVs/PORVs 

   - Feedwater Trip 

   - Control Rods 

   - S/G Level control 

ㆍ Containment 

Pressure Control 

   - Containment heat 

removal 

   - Containment 

Venting 

   - Feed and bleed 

ㆍ RPV Pressure Control 

   - 

SRVs/SVs/TBVs/PORVs 

   - Feedwater Trip 

   - Control Rods 

   - S/G Level control 

ㆍ Containment Pressure 

Control 

   - Containment heat 

removal 

   - Containment 

Venting 

   - Feed and bleed 

ㆍ RPV Pressure Control 

   - 

SRVs/SVs/TBVs/PORVs 

   - Feedwater Trip 

   - Control Rods 

   - S/G Level control 

ㆍ Containment 

Pressure Control 

   - Containment heat 

removal 

   - Containment 

Venting 

AS-17 

성공기준 

성공기준 근거 

기능적 성공기준을 

확인하고 문서화 하도록 

한다 

확률적 분석 예를 

보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적 근거를 가진 

주요 안전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ㆍ반응도 제어 

- Control rods 

- Boron injection 

- RPV water level 

control 

-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treatment  

ㆍ노심냉각을 위한 RPV 

Makeup 주입 

- HPI 

- LPI 

- Depressurization 

- Feed and bleed 

ㆍ RPV 압력 제어 

Grade 2와 동일 Grade 2와 동일 4 3장의 Table 3.2.2-

1과 4장에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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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 

SRVs/SVs/TBVs/PORVs 

- Feedwater Trip 

- Control Rods 

- S/G Level control 

ㆍ 격납용기 압력제어 

- Containment heat 

removal 

- Containment Venting 

AS-18 

SUCCESS 

CRITERIA  

BASES 

Success criteria 

are consistent 

with generic and 

realistic 

analyses but 

may be 

conservative 

OR 

Success criteria 

are based on 

realistic thermal 

hydraulic 

analyses 

OR 

Success criteria 

reflect plant 

specif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Success criteria should 

be consistent with 

generic analyses but 

may be conservative. 

The success criteria 

used for the initiating 

event group and its 

associated event tree 

shall represent the 

most limiting of the 

initiating events and 

system failures 

encompassed by the 

initiating event group 

and accident sequence 

representation.  

The TH Element 

addresses the technical 

bases to support these 

success criteria. 

Success criteria should 

be based on realistic 

thermal hydraulic 

analyses. 

The success criteria 

used for the initiating 

event group and its 

associated event tree 

shall represent the most 

limiting of the initiating 

events and system 

failures encompassed by 

the initiating event group 

and accident sequence 

representation. 

The TH Element 

addresses the technical 

bases to support these 

success criteria. 

Success criteria should 

reflect realistic plant 

specif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The success criteria 

used for the initiating 

event group and its 

associated event tree 

shall represent the most 

limiting of the initiating 

events and system 

failures encompassed 

by the initiating event 

group and accident 

sequence 

representation. 

The TH Element 

addresses the technical 

bases to support these 

success criteria. 

         

AS-18 

성공기준은 

일반적이고 

실제적인 분석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성공기준은 일반적 

분석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보수적이어도 된다. 

초기사건 그룹과 

해당되는 사건수목에 

실질적인 열수력 분석에  

근거하도록 한다. 

초기사건 그룹과 

해당되는 사건수목에 

대한 성공기준은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발전소의 실제 

열수력 분석을 

반영하도록 한다. 

초기사건 그룹과 

해당되는 사건수목에 

대한 성공기준은 가장 

2 

(3

) 

성공기준을 포함한 

사고경위 분석에 

MAAP4.0을 사용  

대상 발전소 data로는 

설계 데이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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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보수적이어도 

된다. 또는  

실질적인 열수력 

분석에 근거 

또는 

특정발전소의 

실제 열수력 

분석을 반영 

대한 성공기준은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초기사건과 계통 실패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열수력 요소가 

성공기준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를 

설명한다.  

초기사건과 계통 실패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열수력 요소가 

성공기준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를 

설명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초기사건과 계통 실패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열수력 요소가 

성공기준을 보조하기 

위한 기술적 근거를 

설명한다. 

반응도 문제와 관련한 

발전소 반을 파악을 

위해서는 

RELAP5/McD3이용. 

부분적으로는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일반 분석 결과 이용 

MAAP4.0을 이용하여 

계통 설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MAAP결과에 비해 

계통 설계 기준이 

매우 보수적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통 

설계 기준을 

성공기준으로 선정. 

LSSB 의 경우 

CESECI(설계코드)에 

의한 RTP 분석(non-

realistic T/H 분석)  

AS-19 

INTERFACE 

WITH 

EOPs/AOPs 

Reflects the 

EOPs and AOPs. 

(The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event trees 

are consistent 

with the EOPs 

and abnormal 

procedures). 

(See also SY-5) 

The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event 

tre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EOPs and abnormal 

procedures. 

Exceptions may be 

noted; or level of detail 

may be reduced 

compared with Grades 

3 and 4. 

The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event 

tre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EOPs and 

abnormal procedures. 

Procedurally directed 

operator actio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that 

substantially influence 

the accident sequence 

progression or its 

probability should be 

accounted for in the 

accident sequence 

structure or the 

supporting fault tree 

analysis. This should 

The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event 

tre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EOPs and 

abnormal procedures. 

Procedurally directed 

operator actio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that 

substantially influence 

the accident sequence 

progression or its 

probability shall be 

accounted for in the 

accident sequence 

structure or the 

supporting fault tree 

analysis. This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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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include operator or 

training input on the 

interpretation of 

proceduralized steps. 

include operator or 

training input on the 

interpretation of 

proceduralized steps. 

AS-19 

EOPs/AOPs와의 

연계 

EOP와 AOP를 

반영(사건수목의 

기능과 구조는 

EOP, AOP와 

일치 

사건수목의 기능과 

구조는EOP, AOP와 

일치하는 것이 좋다. 

예외사항은 정리해도 

된다;  Grade 3,4와 

비교하여 상세 정도가 

낮아도 된다. 

사건수목의 기능과 

구조는 EOP, AOP와 

일치해야 한다. 

사고경위 진행과정 또는 

확률에 실제 영향을 주는 

절차상 지시된 운전원 

조치에 대해 사고경위 

구조 또는 보조 고장수목 

분석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절차화 된 단계의 

해석에 운전원이나 훈련 

결과를 입력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사건수목의 기능과 

구조는 EOP, AOP와 

일치해야 한다. 

사고경위 진행과정 또는 

확률에 실제 영향을 주는 

절차상 지시된 운전원 

조치에 대해 사고경위 

구조 또는 보조 고장수목 

분석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절차화 된 단계의 

해석에 운전원이나 훈련 

결과를 입력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3 Appendix 5 HRA 

부분에 기술되어 

있음. 

IE heading 별로 

고려되는 HE에 대한 

상세 결과를 기술하고 

있음 

 확인차원에

서 EPG와 

U34 EOP 

비교 검토 

필요  

AS-20 

ACCIDENT  

SEQUENCE 

END-STATES 

(PLANT 

DAMAGE 

STATES) 

The 

development of 

plant damage 

states, their 

relationship to 

functional 

fail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Level 1 event 

tree end states 

or linked fault 

tree cut sets is 

documented. 

The Level 1 end states 

shall be clearly defined 

as core damage or a 

safe stable state. 

Other end states such 

as "core vulnerable" 

should be resolved into 

core damage or safe 

stable states. This 

resolution should 

clearly address the 

treatment of the impact 

of containment failure 

or vent on continued 

RPV makeup capability. 

The Level 1 end states 

shall be clearly defined 

as core damage or a 

safe stable state. 

The core damage 

defini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PSA 

Applications Guide. The 

PSA Applications Guide 

has identified definitions 

of core damage that 

would meet the intent of 

a core damage to be 

used for PRA 

applications as follows: 

ㆍCollapsed liquid level 

below top of active fuel 

(PWR) 

ㆍCore peak nodal 

temperature > 1800°F 

ㆍCore exit thermocouple 

The Level 1 end states 

shall be clearly defined 

as core damage or a 

safe stable state. 

The core damage 

definition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PSA 

Applications Guide. The 

PSA Applications Guide 

has identified definitions 

of core damage that 

would meet the intent of 

a core damage to be 

used for PRA 

applications as follows: 

ㆍCollapsed liquid level 

below top of active fuel 

(PWR) 

ㆍCore peak nodal 

temperature > 1800°F 

ㆍCore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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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reading > 1200°F (PWR) 

ㆍCore maximum fuel 

temperature approaching 

2200°F 

Other end states such as 

"core vulnerable" shall be 

resolved into core 

damage or safe stable 

states. 

This resolution shall 

clearly address the 

treatment of the impact 

of containment failure 

or vent on continued 

RPV makeup capability. 

thermocouple reading > 

1200°F (PWR) 

ㆍCore maximum fuel 

temperature 

approaching 2200°F 

Other end states such 

as "core vulnerable" 

shall be resolved into 

core damage or safe 

stable states. 

This resolution shall 

clearly address the 

treatment of the impact 

of containment failure or 

vent on continued RPV 

makeup capability. 

AS-20 

사고경위의 

마지막  

상태 

발전소 손상 

상태의 개발, 

기능실패와의 

관계, level 1 

사건수목의 

마지막 상태 

또는 연계된 

고장수목 

단절집합의 

문서화 

Level 1의 최종 상태는 

노심손상 또는 안전 

정지 상태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core vulnerable과 같은 

다른 최종 상태는 

노심손상 또는 안전 

정지 상태로 재정의 

되도록 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 격납건물에 

미치는 영향의 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Level 1의 최종 상태는  

노심손상 또는 안전 정지 

상태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노심손상의 정의는 PSA 

활용 지침서와 

일치하도록 한다. PSA 

활용 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이 PRA 활용에 따른 

노심손상의 노심손상의 

정도 정의를 확인했다.   

-Collapsed liquid level 

below top of active fuel 

-Core peak nodal 

temperature > 1880°F 

-Core exit thermocouple 

reading > 1200°F 

-Core maximum fuel 

temperature approaching 

220°F 

core vulnerable과 같은 

다른 최종 상태는 

Level 1의 최종 상태는 

노심 

손상 또는 안전 정지 

상태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노심손상의 정의는 PSA 

활용 지침서와 일치해야 

한다. PSA 활용 

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이 

PRA 활용에 따른 

노심손상의 노심손상의 

정도 정의를 확인했다.   

-Collapsed liquid level 

below top of active fuel 

-Core peak nodal 

temperature > 1880°F 

-Core exit thermocouple 

reading > 1200°F 

-Core maximum fuel 

temperature 

approaching 220°F 

core vulnerable과 같은 

3 노심 손상에 대한 

정의는 4.2절에 

기술되어 있다  

PDS 분석은 Level 

2에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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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노심손상 또는 안전 정지 

상태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 

격납건물에 미치는 

영향의 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다른 최종 상태는 

노심손상 또는 안전 정지 

상태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 

격납건물에 미치는 

영향의 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AS-21 

Plant damage 

states are 

sufficient to 

support the 

transfer of 

information to 

Level 2 

Level 1 plant damage 

states should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to 

support Level 2 

analysis with minimal 

loss of information. 

If individual sequence 

cut sets are assigned 

to Plant Damage States 

(PDS), sufficient 

information are not 

imbedded in the cutset 

basic events to 

unambiguously assign 

a unique PDS but the 

PDS assignment is 

based on a process 

that is traceable and 

yields reasonable 

results. 

Level 1 plant damage 

states shall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to 

support Level 2 analysis 

with minimal loss of 

information. 

If individual sequence 

cutsets are assigned to 

Plant Damage States 

(PDS), sufficient 

information should be 

imbedded in the cutset 

basic events to 

unambiguously assign a 

unique PDS. 

All accident sequences 

are 

transferred directly to 

Level 2 for processing 

with no loss of 

information. 

If individual sequence 

cutsets are assigned to 

Plant Damage States 

(PDS), sufficient 

information shall be 

imbedded in the cutset 

basic events to 

unambiguously assign a 

unique PDS. 

        

AS-21 

발전소 손상 

상태가 Level 2의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Level 1 발전소 손상 

상태가 최소의 정보 

손실로 Level 2 분석을 

보조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개별적인 경위 

단절집합이 발전소 손상 

상태로 할당되면, 

유일한 PDS를 모호하지 

않게 할당하기 위한 

Level 1 발전소 손상 

상태가 최소 정보 손실로 

Level 2 분석을 보조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별적인 경위 

단절집합이 발전소 손상 

상태로 할당되면, 유일한 

PDS를 모호하지 않게 

할당하기 위한 cutset 

basic events에 충분한 

모든 사고 경위는 정보의 

손실 없이 Level 2로 

직접 전이된다. 

개별적인 경위 

단절집합이 발전소 손상 

상태로 할당되면, 유일한 

PDS를 모호하지 않게 

할당하기 위한 cutset 

basic events에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 

PDS는 Level2 범위 

Level1의 관심사는 

노심손상이므로 현재 

Level 1결과만으로는 

바로 PDS 분류할 수 

없음\ 

울진3,4의 경우 PDS 

분류를 위해 추가적인 

계통 기능의 FT를 

제공하여 PDS 

  Level 1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

에 따라 

등급 

달라짐  



 92

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cutset basic events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 

그러나 PDS 할당은 

적절한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과정에 

근거한다.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분류하였음. 

AS-22 

Plant damage 

states are based 

on a clear, 

consistent 

definition of 

CDF that is 

consistent with 

industry usage 

The CDF definition is 

conservative and the 

results of the quantified 

model are biased. 

The CDF definition 

should be realistic and 

avoid biasing the results 

of the Level 1 PRA. 

The CDF definition shall 

be realistic and avoid 

biasing the results of 

the Level 1 PRA. 

        

AS-22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용례와 

일치하는 CDF의 

명확하고 

일관적인 정의 

근거한 발전소 

손상 상태 

CDF 정의가 

보수적이고, 정량화 

모델의 결과가 편향적 

CDF 정의가 실제적이고, 

Level 1 PSA 결과가 

편향적이지 않도록 한다.  

CDF 정의가 실제적이고, 

Level 1 PSA 결과가 

편향적이지 않아야 한다. 

3(

-) 

CDF 정의와 정량화 

결과에 대한 판단이 

애매 모호함.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냐에 

따라 등급 달라질 

가능성 큼   

CDF 정의에 대한 

확인 필요하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재검토???  

 

AS-23 

Plant damage 

states are based 

on mission time 

of 24 hours or 

separately 

justified 

The mission time 

represents 

the accident sequence. 

Alternative mission 

times may be included 

if additional justification 

is provided. 

The mission time should 

be defined to be 24 

hours or an appropriate 

representation for the 

accident sequence. 

Alternative mission times 

may be included if 

additional justification is 

provided. 

The mission time should 

be defined to be 24 

hours or an appropriate 

representation for the 

accident sequence. 

Alternative mission 

times may be included if 

additional justification is 

provided. 

        

AS-23 

발전소 손상 

상태는  

24시간의 

임무수행시간 

임무수행시간은 사고 

경위를 설명한다. 

부가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대체 임무 

수행시간을 포함해도 

임무수행 시간을 24시간 

으로 정의하도록 하거나 

사고경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부가적인 정당한 이유가 

Grade 3와 동일 4 mission time을 

24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고경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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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또는분류된 

정의에 근거 

된다.  있으면 대체 임무 

수행시간을 포함해도 

된다. 

AS-24 

DOCUMENTATI

ON 

Documentation 

provides the 

basis of event 

tree structure 

and is traceable 

to plant specific 

or generic 

analysis 

Examples of methods 

of 

documentation include: 

event sequence 

diagrams, text 

descriptions 

dependency matrices. 

Examples of methods of 

documentation include: 

event sequence 

diagrams, text 

descriptions, and 

dependency matrices.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AS-4 through 

AS-23.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Examples of methods of 

documentation include: 

event sequence 

diagrams, text 

descriptions, and 

dependency matrice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AS-4 through 

AS-23.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AS-24 

문서화 

문서화로 

사건수목 구조의 

근거를 제공하고 

특정 발전소 

또는 일반 

분석을 추적가능 

하도록 한다. 

문서화 방법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Event sequence 

diagrams, text 

descriptions, 

dependency matrices 

문서화 방법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Event sequence 

diagrams, text 

descriptions, 

dependency matrices 

요건 AS-3에서 AS-23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공하도록 한다.과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문서화 방법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Event sequence 

diagrams, text 

descriptions, 

dependency matrices 

요건 AS-3에서 AS-23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과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2(

3

?) 

4.1과 4.2절에 

사건수목 분석에 대한 

일반 사항 기슬 

4.3절제 각 

사건수목에 대한 상세 

설명 기술 

???   

AS-25 

Documentation 

reflects the 

process used 

Documentation reflects 

general process 

features.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accident sequence 

proces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accident sequence 

process. 

       

AS-25 

사용된 과정을 

문서화 

일반적인 과정을 문서에 

반영 

사고경위 과정에 대한 

근거를  

문서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사고경위 과정에 대한 

근거를  

문서에서 제공해야 한다. 

3 4.3절의 사건수목별 

소개 부분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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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AS-26 

Documentation 

includes an 

independent 

review for the 

documented 

results 

The accident sequence 

analysis should be 

reviewed. 

Independent review of 

documented results is 

one of the pillars on 

which the integrity and 

quality of engineering 

work rests.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PSA 

model, it is desirable to 

have a thorough 

independent review of 

the accident sequence 

modeling.  A 

documented summary of 

the treatment of each 

initiator and event tree 

would be useful to 

support applications.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Independent review of 

documented results is 

one of the pillars on 

which the integrity and 

quality of engineering 

work rests.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PSA 

model, it is desirable to 

have a thorough 

independent review of 

the accident sequence 

modeling.  A 

documented summary 

of the treatment of each 

initiator and event tree 

would be useful to 

support applications.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Independent review of 

the initiating event 

interpretation and 

categorization process 

should be performed by 

operations personnel or 

equivalent. 

        

AS-26 

문서화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문서에 

포함 

사고경위 분석을 

검토하도록 한다 

문서화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는 결과애 

대한 질의 확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PSA 모델이 복잡하므로 

사고경위 모델에 대한 

문서화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는 결과애 

대한 질의 확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PSA 모델이 복잡하므로 

사고경위에 모델에 대한 

2 IPERS를 

수행하였으므로 

독립적인 검토는 

이루어짐 

 

문서작성 필요  

application 보조를 

위한 요약 문서의 

작성  

요약 

문서의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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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 

(3등급 수준) 
비고 

독립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  

각 초기사건 유발인자와 

사건수목에 대한 요약 

문서는 application 

보조를 위해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이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문서화 하도록 

한다.  

독립적인 검토가 꼭 

필요하다.  

각 초기사건 유발인자와 

사건수목에 대한 요약 

문서는 application 

보조를 위해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 

통찰력 있는 사람이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문서화 하도록 

한다. 

사건수목 해석과 분류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운전원 또는 유사 

업무 종사자가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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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성공조건 및 열수력 분석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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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TH-1 

GUIDANCE 

Described the 

process used 

General description of 

the derivation of 

success criteria and the 

use of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s is provided 

The documentation of 

the derivation of 

success criteria and the 

use of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s should be 

sufficiently well 

described in the 

documented results to 

act as guidance for 

future updates and 

revisions. 

A description of the 

approach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need for 

thermal hydraulic (T&H) 

calculations and the 

type of T&H calculation 

to perform along with 

the output needed 

should be provided. 

A specific guidance 

document should be 

available that specifies 

the process for 

derivation of success 

criteria and the use of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s including 

the updating process. 

A description of the 

approach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need for 

thermal hydraulic (T&H) 

calculations and the 

type of T&H calculation 

to perform along with 

the output needed 

should be provided 

An overall guidance 

document on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PRA 

should include a 

description of the types 

of thermal-hydraulic 

analyses needed and 

their applicability 

    

TH-1 

절차 

사용된 과정 

설명 

성공기준 유도 및 

열수력계산의 사용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제공한다. 

성공기준 유도 및 

열수력계산의 사용에 

대한 문서는 기술된 

결과가 장래의 개선 및 

개정의 안내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기술되어야한다. (should) 

열수력 계산의 필요성을 

결정하기위해서 사용된 

접근법(방법론)과 결과의 

성공기준의 유도 과정을 

한정하고, 개선 과정을 

포함한 열수력 계산의 

사용을 확정할 수 있는 

특정 안내 문서가 

이용가능해야 한다. 

(should) 

열수력 계산의 필요성을 

결정하기위해서 사용된 

접근법(방법론)과 결과의 

필요함에 따라 수행된 

2 문서화 부족 

(내용상으로는 

3등급에 해당) 

문서화 작업 필요 

문서화 수준은 

권고안대로 update 

및 revision을 수행할 

수 있는 안내서 

수준이면 될 것으로 

사료됨. 

주요 참고 

자료 

IPERS 

Q&A 

Reques

ts & 

Results of 

T/H (Case 

by case) 

<<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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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필요함에 따라 수행된 

열수력 계산의 유형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한다. (should) 

열수력 계산의 유형에 

대한 기술을 

제공해야한다. (should) 

PRA를 구성하고 

유지보수하는 총괄 안내 

문서는 열수력분석이 

필요한 유형과 그 것의 

적용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해야한다. (should) 

calculation 

sheet>> 

보고서 

(UCN34 

OL-CDF 

보고서): 

Grade 2 

등급 

(general 

description 

only) 

Document

ation의 

정도는 

주관적: 

그냥 3으로 

분류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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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TH-2 

Consistent with 

industry 

practices 

General adherence to 

accepted industry 

approaches is included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performing the 

derivation of success 

criteria and the use of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s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The guidance for 

derivation of success 

criteria and the use of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s should be 

complete and detail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TH-2 

산업계 현실과의 

일관성 

용인된 사업계의 

접근법에 대한 일반적 

관행(adherence)을 

포함한다. 

문서나 개별적 특정 

안내서는 성공기준 

유도를 수행 및 열수력 

계산의 사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해야하며(should) 

입증된 접근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 

(should) 

성공기준의 유도 및 

열수력계산의 사용에 

대한 안내서는 완전하고 

상세해야하며 (should) 

입증된 접근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 

(should) 

2 문서화 부족 

(내용상으로는 

3등급에 해당) 

문서화 작업 필요 

문서 작성시 해당사항 

기술 

 

TH-3 

Sufficient detail 

provided for 

reproducing the 

evaluation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is available to 

describe general 

approaches used. The 

general description is 

sufficient to convince 

the reviewers that the 

process could be 

repeated with similar 

results.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eans to obtain 

equivalent results. 

The guidance should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produce the results. 

 

    

TH-3 

재분석을 위한 

자료의  

충분한 상세함 

문서나 개별적 특정 

안내서는 사용된 일반적 

접근법을 기술이 

이용가능해야한다. 일반 

기술은 과정이 유사한 

문서나 개별적 특정 

안내서는 동등한 결과를 

얻는 수단을 제공하기에 

충분해야한다. (should) 

안내서는 결과를 

재생산하기에 충분하게 

상세해야한다. (should) 

2 문서화 부족 3등급의 요건을 보면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T/H 코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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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검토자가 납득하기에 

충분하다. 

선정시나 분석상 

불확실성이 있음으로 

3 등급 요건을 

마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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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TH-4 

T&H Analyses 

 FSAR 

analyses are 

used exclusively 

as basis for 

Thermal 

Hydraulic 

analysis 

OR 

Generic 

assessments are 

used as sole 

basis for 

Thermal 

Hydraulic 

analysis 

OR 

Plant specific 

best-estimate 

(e.g., MAAP, 

RETRAN, etc.) 

models or 

equivalent are 

used for support 

of Thermal 

Hydraulic 

analysis 

(supported by 

FSAR or generic 

analysis) 

AS-17 provides the 

criteria that functional 

success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for all 

critical safety functions. 

AS-20 provides the 

criteria that core 

damage prevention 

should be the basis for 

assuring successful end 

states. 

This element and subtier 

criteria establish the 

technical analysis used 

to support theses 

success criteria. 

Generic assessments 

are used as the sole 

basis for thermal 

hydraulic analysis. 

OR 

Conservative analyses 

are used exclusively as 

basis for Thermal 

Hydraulic analysis 

AS-17 provides the 

criteria that functional 

success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for all 

critical safety functions. 

AS-20 provides the 

criteria that core 

damage prevention 

should be the basis for 

assuring successful end 

states. 

This element and subtier 

criteria establish the 

technical analysis used 

to support these 

success criteria. 

Realistic generic 

assessments may be 

used as sole basis for 

Thermal Hydraulic 

analysis as long as the 

generic analyses are 

shown to be 

representative of the 

plant. The use of some 

conservative (e.g., 

FSAR) analyses is not 

precluded, but some 

attempt should have 

been made to 

understand and 

minimize the impact on 

the PRA results. 

These may be 

supplemented by 

realistic plant specific 

analysis on selected 

sequences. 

AS-17 provides the 

criteria that functional 

success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for all 

critical safety functions. 

AS-20 provides the 

criteria that core 

damage prevention shall 

be the basis for 

assuring successful end 

states. 

This element and subtier 

criteria establish the 

technical analysis used 

to support these 

success criteria. 

Plant specific best-

estimate (e.g., MAAP, 

RETRAN, etc) models or 

equivalent should be 

used for support of 

Thermal Hydraulic 

analysis (supported by 

FSAR or generic 

analysis). The limited 

use of some 

conservative (e.g., 

FSAR) analyses is not 

precluded, but some 

attempt should have 

been made to 

understand and 

minimize the impact on 

the PRA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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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4 

열수력 분석 

FSAR 분석을 

열수력분석의 

기초로서 

전적으로 

사용한다 

아니면 

일반적인 

평가를 

열수력분석의 

독자적인 

기초로써 

사용한다 

아니면 

발전소 

고유의 최적 (즉, 

MAAP, RETRAN, 

등) 모델이나 

동등한 것을 

열수력분석의 

보조하기위해 

사용한다 

(FSAR나 일반적 

해석의 지원을 

받아) 

 

AS-17은 모든 결정적인 

안전 기능에 대해서 

기능적 성공기준을 

확립해야하는 (should) 

기준을 제공한다.(?) 

AS-20은 노심손상방지가 

성공적인 종결상태에 

대한 기초이어야하는 

(should) 기준을 

제공한다. (?) 

이 요소와 하부기준은 

이들 성공기준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위한 

기술적 분석을 확립한다. 

일반적 평가를 열수력 

분석에 대한 독자적인 

기초로써 사용한다. 

아니면 

보수적 분석을 열수력 

분석의 기초로서 

전적적으로 사용한다. 

AS-17은 모든 결정적인 

안전 기능에 대해서 

기능적 성공기준을 

확립해야하는 (should) 

기준을 제공한다.(?) 

AS-20은 노심손상방지가 

성공적인 종결상태에 

대한 기초이어야하는 

(should) 기준을 

제공한다. (?) 

이 요소와 하부기준은 

이들 성공기준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위한 

기술적 분석을 확립한다. 

일반분석이 그 발전소의 

전형을 볼일수 있는한 

열수력 분석의 독자적인 

기초로써 현실적인 

일반적 평가를 

사용할수도 있다 (may 

be). 몇몇 보수성 (예를 

들어, FSAR)의 사용을 

막지 않지만, 몇몇 

시도는 PRA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should) 

이것은 아마도 선택된 

사고경위에 대한 

현실적인 발전소 특정 

해석에 의해 보충될 수 

있다. (may be) 

AS-17은 모든 결정적인 

안전 기능에 대해서 

기능적 성공기준을 

확립해야만 하는 (shall) 

기준을 제공한다.(?) 

AS-20은 노심손상방지가 

성공적인 종결상태에 

대한 기초이어야만하는 

(shall) 기준을 제공한다. 

(?) 

이 요소와 하부기준은 

이들 성공기준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위한 

기술적 분석을 확립한다. 

발전소 고유 최적 (예를 

들어, MAAP, RETRAN, 

등) 모델이나 동등한 

것은 (FSAR나 

일반해석에 의해 보조된) 

열수력 분석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should) 몇몇 

보수적 (즉, FSAR)분석의 

제한적 사용을 

막지않지만, 몇몇 시도는 

PRA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should) 

3 

(4

) 

대부분 권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일부 

제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PRA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여기서는 

민감도 분석 방법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표준모델 

분석 자료 

MAAP 

RELA

P 

SESE

C 

CE 

문서 

FSAR 

L2 

PSA T/H 

분석 결과 

현재 L2 

T/H DB 

(PDS, U34, 

중대사고과

제) 수행중 

TH-5 

MULTIPLE T&H 

INPUTS 

A 

combination of 

The as-built, as-

operated thermal 

hydraulic analyses are 

not explicitly compared 

with other calculations 

in the available 

The review of the as-

built, as-operated plant 

performed as part of the 

AS, SY, and HRA 

elements should be 

used to confirm that the 

The review of the as-

built, as-operated plant 

performed as part of the 

AS, SY, and HRA 

elements shall be used 

to confirm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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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plant specific, 

generic and 

FSAR 

calculations are 

used to support 

success criteria 

and HRA timing 

documentation. 

However, it appears that 

the utility process is 

adequate to ensure that 

the models represent 

the current plant. 

The analysis should 

includ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code is 

capable of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the model is 

representative of the 

specific plant to which 

the results are to be 

applied. 

inputs and outputs of 

the thermal hydraulic 

analyses are current 

with the plant. 

Reliance on plant 

specific analysis should 

includ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code is 

capable of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the model is 

representative of the 

specific plant to which 

the results are to be 

applied 

For example, for PWRs, 

the MAAP code is 

generally not suitable 

for use in analysis of the 

blowdown phase of 

large break LOCAs, or 

for events requiring the 

ability to accurately 

model rapid core 

reactivity transients. For 

BWRs, two items are 

believed not to be well 

modeled. 

For BWR only 

For example, two items 

are believed not to be 

well modeled using 

MARCH, OR (or) 

BWRSAR, or MAAP: 

The need for RPT to 

prevent reactivity and 

pressure excursion in 

the RPV within the initial 

inputs and outputs of 

the thermal hydraulic 

analyses are current 

with the plant. 

Reliance on plant 

specific analysis shall 

includ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code is 

capable of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the model is 

representative of the 

specific plant to which 

the results are to be 

applied 

For example, for PWRs, 

the MAAP code is 

generally not suitable 

for use in analysis of the 

blowdown phase of 

large break LOCAs, or 

for events requiring the 

ability to accurately 

model rapid core 

reactivity transients. For 

BWRs, two items are 

believed not to be well 

modeled. 

For BWR only 

For example, two items 

are believed not to be 

well modeled using 

MARCH, OR BWRSAR, 

or MAAP: 

The need for RPT to 

prevent reactivity and 

pressure excursion in 

the RPV within the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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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20 seconds of an ATWS 

The ability of a DBA 

LOCA to be mitigated in 

the short term by 

operation of 

condensate. 

The generic BWROG 

document NEDO-

24708A using the code 

SAFE is judged to be 

usable for the generic 

inputs to the T&H 

assessment. This 

calculation may also be 

used to support results 

form codes such as 

MAAP. 

An example of an area 

where the use of the 

NEDO-24708A would 

prove useful is to 

identify that RCIC alone 

as an injection source is 

not adequate under 

SORV conditions. 

Generic calculations 

from NEDE-24222 or 

equivalent are usable to 

provide ATWS success 

criteria or check plant 

specific calculations. 

20 seconds of an ATWS 

The ability of a DBA 

LOCA to be mitigated in 

the short term by 

operation of 

condensate. 

The generic BWROG 

document NEDO-

24708A using the code 

SAFE is judged to be 

usable for the generic 

inputs to the T&H 

assessment. This 

calculation may also be 

used to support results 

form codes such as 

MAAP. 

An example of an area 

where the use of the 

NEDO-24708A would 

prove useful is to 

identify that RCIC alone 

as an injection source is 

not adequate under 

SORV conditions. 

Generic calculations 

from NEDE-24222 or 

equivalent are usable to 

provide ATWS success 

criteria or check plant 

specific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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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5 

다중 열수력 

입력 

발전소 고유, 

일반 및 FSAR 

계산의 조합을 

성공기준 및 

HRA 시기을 

보조하는데 

사용한다. 

 

제작되고 운영되고 있는 

그대로의 열수력 분석를 

이용가능한 문서에서 

다른 계산과 분명하게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의 수행과정은 

모델이 현 발전소를 

묘사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적합성이 

나타나야 한다. 

AS, SY 및 HRA 요소의 

부분으로써 수행된 

제작되고 운영되고 있는 

그대로의 발전소의 

검토는 열수력분석의 

입력과 출력이 

해당발전소의 경향을 

따르는지를 확증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should) 

발전소 고유 분석의 

신뢰는 코드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와 모델이 결과를 

적용할 특정 

대상발전소를 

묘사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한다. 

(should) 

예를들어, PWR의 경우, 

MAAP 코드는 

일반적으로 대형파단 

LOCA의 blowdown 

단계의 해석이나, 급격한 

노심 반응도 과도사건의 

정확한 모델 능력을 

요구하는 사건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BWR의 경우, 

다음의 두가지 항목에 

대하여 모델이 잘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BWR만의 경우 

예를들어 두가지 항목은 

MARCH나, BWRSAR, 

MAAP를 사용해서는 

모델이 잘될것이라고 

AS, SY 및 HRA 요소의 

부분으로써 수행된 

제작되고 운영되고 있는 

그대로의 발전소의 

검토는 열수력분석의 

입력과 출력이 

해당발전소의 경향을 

따르는지를 확증하는데 

사용되어야만 한다. 

(shall) 

발전소 고유 분석의 

신뢰는 코드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와 모델이 결과를 

적용할 특정 

대상발전소를 

묘사하는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만한다. 

(shall) 

예를들어, PWR의 경우, 

MAAP 코드는 

일반적으로 대형파단 

LOCA의 blowdown 

단계의 해석이나, 급격한 

노심 반응도 과도사건의 

정확한 모델 능력을 

요구하는 사건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BWR의 경우, 

다음의 두가지 항목에 

대하여 모델이 잘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BWR만의 경우 

예를들어 두가지 항목은 

MARCH나, BWRSAR, 

MAAP를 사용해서는 

모델이 잘될것이라고 

3 권고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각 

코드의 길술적 한계를 

잘 인지하고 있음. 

(일부항목제외) 

일부분에 있어서 as-

built, as-operated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울진 

3,4호기의 경우 

설계단계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열수력 

분석에서는 dominant 

한 변경이 없는한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그러나 몇가지 항목에 

있어서 예를들어 

LSSB시의 return to 

power의 경우 

핵연료의 주기가 

민감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주기의 

핵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ATWS의 

경우도 유사하게 

핵연료 주기에 따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U34 

PSA에 

반응도 

관련사항은 

MAAP를 

이용하지 

않고 

RELAP/SE

SEC 사용 

FSAR

의 design 

Data 사용 



 106

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믿어지지 않는다: 

ATWS의 초기 

20초내의 RPV내에서의 

반응도와 압력진폭의 

방지를 위한 RPT의 

필요성 

응축 운전에 의한 

짧은순간내의 DBA 

LOCA의 저지 능력. 

[나머지 3 항목 

필요성이 없어 번역하지 

않음] 

믿어지지 않는다: 

ATWS의 초기 

20초내의 RPV내에서의 

반응도와 압력진폭의 

방지를 위한 RPT의 

필요성 

응축 운전에 의한 

짧은순간내의 DBA 

LOCA의 저지 능력. 

[나머지 3 항목 

필요성이 없어 번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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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TH-6 

GENERAL 

ASSESSMENT 

Application 

of the generic 

assessments 

account for 

limitations of the 

generic analysis 

when applied to 

the specific 

plant 

Reliance on generic 

analysis should includ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code and 

methods are capable of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Reliance on generic 

analysis should includ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code and 

methods are capable of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Reliance on generic 

analysis for comparison 

or confirmation 

purposes shall includ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code and 

methods are capable of 

provi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TH-6 

일반 평가 

일반 평가의 

적용에는 

특정발전소에 

적용할 경우 

일반 해석의 

한계를 설명한다 

일반 분석의 신뢰는 대상 

코드 및 방법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한다. 

(should) 

일반 분석의 신뢰는 대상 

코드 및 방법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한다. 

(should) 

비교나 확증할 목적를 

위한 일반 분석의 신뢰는 

대상 코드 및 방법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만한다. (shall) 

3 주요 사건에 대한 

일반 분석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되어 있음. 

충분함. 그러나 

이부분은 문맥자체에 

대한 이해 이면에 

있는 NEI의 관행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로부터 

실제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구의 

정확한 

기술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TH-7 

BEST ESTIMATE 

CALCULATIONS 

(e.g., MAAP, 

RETRAN, 

SAFER-

GESTER) 

Application 

of the T&H 

codes account 

for the 

limitations of 

each of the 

Confidence in the 

thermal hydraulic 

analysis used to support 

the success criteria is 

established by limited 

degrees of the 

following: 

 Comparison with 

similar plant results 

 Accounting for 

differences in the 

unique plant features 

 Comparison with 

Confidence in the 

thermal hydraulic 

analysis used to support 

the success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This should be 

accomplish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r 

their equivalent: 

 Comparison with 

similar plant results 

 Accounting for 

differences in the 

Confidence in the 

thermal hydraulic 

analysis used to support 

the success criteria 

shall be established. 

This shall be 

accomplished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or 

their equivalent: 

 Comparison with 

similar plant results 

 Accounting for 

differenc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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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codes other plant specific 

code results 

Conservative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s to 

support timing estimates 

are used in the HRA 

evaluations. 

 

unique plant features 

 Comparison with 

other plant specific 

code results 

Success criteria are 

generally based on 

models that simulate the 

conditions during 

postulated scenarios. 

However, the adequacy 

of the simulation varies 

with the computer 

model and the scenario. 

A descript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model 

should be documented 

for those cases in which 

the model is used. This 

should include both 

potential conservatisms 

and limitations that may 

void the use of the 

computer model. 

The success criteria 

should provide a proper 

basis for the 

probabilistic analysis. 

General references 

should be provided, and 

the specific case 

references for each 

success criteria should 

be provided to assure 

traceability if needed in 

the future. 

Realistic, generic,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s to support 

unique plant features 

 Comparison with 

other plant specific 

code results 

Success criteria are 

generally based on 

models that simulate the 

conditions during 

postulated scenarios. 

However, the adequacy 

of the simulation varies 

with the computer 

model and the scenario. 

A description of the 

limitations of the model 

should be documented 

for those cases in which 

the model is used. This 

should include both 

potential conservatisms 

and limitations that may 

void the use of the 

computer model. 

The success criteria 

should provide a proper 

basis for the 

probabilistic analysis. 

General references 

should be provided, and 

the specific case 

references for each 

success criteria should 

be provided to assure 

traceability if needed in 

the future. 

Realistic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s to 

support timing 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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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timing estimates should 

be used in the HRA 

evaluations. Plant 

specific realistic 

analysis may also be 

used. The use of some 

conservative (e.g., 

FSAR) analyses is not 

precluded, but some 

attempt should have 

been made to 

understand and 

minimize the impact on 

the PRA results. 

shall be used in the HRA 

evaluations. The limited 

use of conservative 

(e.g., FSAR) analyses is 

not precluded, but some 

attempt shall be made 

to understand and 

minimize the impact on 

the PRA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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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TH-7 

최적 계산 (즉, 

MAAP, RETRAN, 

SAFER-

GESTER) 

열수력 

코드들의 

적용에는 각 

코드의 한계를 

설명한다 

 

성공기준을 지원하기위해 

사용된 열수력 분석의 

신뢰도를 다음의 제한된 

급수에의해 입증한다: 

 유사발전소결과와 

비교 

 고유한 발전소 특징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평가 

 다른 발전소고유 코드 

결과와의 비교 

시간평가를 지원하기위한 

보수적 열수력 계산을 

HRA 평가에 사용한다. 

성공기준을 지원하기위해 

사용된 열수력 분석의 

신뢰도를 입증해야한다. 

(should) 이것은 다음의 

하나이상이나 그것과 

동등한 것에 의해 

성취되어야한다 

(should): 

 유사발전소결과와 

비교 

 고유한 발전소 특징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평가 

 다른 발전소고유 코드 

결과와의 비교 

성공기준은 일반적으로 

가상사고시나리오동안의 

존건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기초로한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은 컴퓨터 모델 및 

시나리오에 따라 변한다. 

모델의 한계에 대한 

평가는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서화해야한다. (should) 

이것은 잠재적 보수성과 

컴퓨터모델의 사용을 

회피할지도 모를 제한을 

포함해야한다. (should) 

성공기준은 확률적분석에 

대한 적합한 기초를 

제공해야한다. (should) 

일반 참고문헌을 

제공해야하며 (should) 

장래에 필요할지도모를 

추적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사항에 대한 

각각의 성공기준에 대한 

성공기준을 지원하기위해 

사용된 열수력 분석의 

신뢰도를 

입증해야만한다. (shall) 

이것은 다음의 

하나이상이나 그것과 

동등한 것에 의해 

성취되어야만한다 

(shall): 

 유사발전소결과와 

비교 

 고유한 발전소 특징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평가 

 다른 발전소고유 코드 

결과와의 비교 

성공기준은 일반적으로 

가상사고시나리오동안의 

존건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기초로한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은 컴퓨터 모델 및 

시나리오에 따라 변한다. 

모델의 한계에 대한 

평가는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서화해야한다. (should) 

이것은 잠재적 보수성과 

컴퓨터모델의 사용을 

회피할지도 모를 제한을 

포함해야한다. (should) 

성공기준은 확률적분석에 

대한 적합한 기초를 

제공해야한다. (should) 

일반 참고문헌을 

제공해야하며 (should) 

장래에 필요할지도모를 

추적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사항에 대한 

2 내용상의 문제는 작을 

것으로 사료되나 

문서화의 부족 

상당한 분량의 문서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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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참고문헌을 

제공해야한다.(should) 

시점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적, 일반적 

열수력계산을 HRA 

평가에 사용해야한다. 

(should) 발전소 고유의 

실제적 분석을 

사용할수도 있다. (may 

be) 몇몇 보수적 분석의 

사용(예를들어, FSAR)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몇몇시도는 PRA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되어져야하고 

최소화되어져야 한다. 

(should have to) 

각각의 성공기준에 대한 

참고문헌을 

제공해야한다.(should) 

시점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실제적 

열수력계산을 HRA 

평가에 사용해야만한다. 

(shall) 발전소 고유의 

실제적 분석을 

사용할수도 있다. (may 

be) 몇몇 보수적 분석의 

사용(예를들어, FSAR)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몇몇시도는 PRA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되어져야만하고 

최소화되어져야만한다.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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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TH-8 

ROOM HEATUP 

CALCULATIONS 

Documented 

evaluation 

available to 

support the 

modeling 

decisions, 

OR 

Plant specific 

realistic 

calculations or 

tests are 

available to 

support the 

modeling 

decisions 

regarding room 

heatup 

System success criteria 

to ensure adequate 

mission time cap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with room cooling 

calculations or tests 

These calculations or 

tests should coincide 

with the accident 

sequence conditions or 

be justified. 

System success criteria 

to ensure adequate 

mission time cap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with (room cooling) 

calculations or tests 

These calculations or 

tests should coincide 

with the accident 

sequence conditions or 

be justified. 

System success criteria 

to ensure adequate 

mission time cap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with plant specific 

realistic (room cooling) 

calculations or tests 

These calculations or 

tests should coincide 

with the accident 

sequence conditions or 

be justified. 

Room heatup 

calculations should be 

performed using a 

computer code such as 

the GOTHIC code. 

    

TH-8 

공간 열상승 

문서화된 

분석은 모델링 

선택을 지원하기 

충분하다  

아니면 

발전소 

고유한 최적(?) 

계산이나 시험은 

공간 열상승에 

관한 모델링 

선택을 지원하기 

충분하다 

적절한 임무시간 

가능성을 보장하는 

계통성공기준을 공간냉각 

계산이나 시험으로 

입증해야한다. (should) 

이 계산이나 시험은 

사고경위조건에 

부합하거나 

정당화되어야한다. 

(should) 

적절한 임무시간 

가능성을 보장하는 

계통성공기준을 공간냉각 

계산이나 시험으로 

입증해야한다. (should) 

이 계산이나 시험은 

사고경위조건에 

부합하거나 

정당화되어야한다. 

(should) 

적절한 임무시간 

가능성을 보장하는 

계통성공기준을 대상 

발전소 고유의 실제적인 

계산이나 시험으로 

입증해야한다. (should) 

이 계산이나 시험은 

사고경위조건에 

부합하거나 

정당화되어야한다. 

(should) 

공간열상승 계산을 

GOTHIC 코드와 같은 

컴퓨터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해야한다. (should) 

등

외 

room heatup에 대한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음. 

room heatup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면 큰 

문제없이 4등급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일반적인 

열수력 

코드가 

아닌 room 

heatup 

게산전용 

코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NEI요건

은 U34의 

모델 

방식과 

차이가 

있음. 

U3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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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방식은 Rm 

cooling 

실패는 

기기고장으

로 모델 

(매우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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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TH-9 

DOCUMENTATIO

N 

Documentati

on provides the 

basis of the 

thermal 

hydraulic 

analysis, is 

traceable to 

plant specific or 

generic analysis, 

and 

demonstrates 

the 

reasonableness 

of the success 

criteria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TH-4 through 

TH-8.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Conservative, optimistic, 

or simplifying 

assumptions or 

conditions are identified 

but limited justification 

is available to support 

their use.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TH-4 through 

TH-8.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Conservative, optimistic, 

or simplifying 

assumptions or 

conditions should be 

identified and specific 

justification shall be 

provide for their use. 

Specific success criteria 

related items that should 

be documented 

including the following: 

Room cooling 

treatment 

DFP alignment 

success probability 

when performed under 

SBO conditions 

involving load shedding 

of all essential lighting 

(if applicable) 

For BWRs Only 

RCIC & DFP 

success given SBO 

RCIC success 

following Emergency 

Depressurization 

Depressurization 

requirement for Medium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TH-4 through 

TH-8.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Conservative, optimistic, 

or simplifying 

assumptions or 

conditions shall be 

identified and specific 

justification shall be 

provide for their use. 

Specific success criteria 

related items that should 

be documented 

including the following: 

Room cooling 

treatment 

DFP alignment 

success probability 

when performed under 

SBO conditions 

involving load shedding 

of all essential lighting 

(if applicable) 

For BWRs Only 

RCIC & DFP 

success given SBO 

RCIC success 

following Emergency 

Depressurization 

Depressurization 

requirement for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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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LOCA with RCIC initially 

available (conservative 

assumption) 

LOCA with RCIC initially 

available (conservative 

as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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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TH-9 

문서 

열수력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 문서는 

발전소 고유나 

일반 해석을 

추적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기준의 

타당성을 보여야 

한다  

문서는 TH-4에서 TH-

8의 각 기준에 부합하는 

기초를 제공해야한다. 

(should) 

문서는 대상 과정과 

일관된 결과를 

기술해야만한다. (shall) 

보수성, 낙관성, 혹은 

단순화한 가정이나 

조건을 확인한다. 그러나 

제한된 정당화는 그것의 

사용을 지원가능하다. 

 

문서는 TH-4에서 TH-

8의 각 기준에 부합하는 

기초를 제공해야한다. 

(should) 

문서는 대상 과정과 

일관된 결과를 

기술해야만한다. (shall). 

보수성, 낙관성, 혹은 

단순화한 가정이나 

조건을 확인해야하며 

(should) 그것의 사용에 

대한 특정 정당화를 

제공해야만한다. (shall) 

항목과 관련된 특정 

성공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화되어야한다 

(should): 

공간 냉각의 처리 

(가능하다면) 모든 

필수조명의 부하분배를 

포함하는 SBO 

조건하에서의 DFP 정렬 

성공 확률 

[나머지 항목 필요성이 

없어 번역하지 않음] 

문서는 TH-4에서 TH-

8의 각 기준에 부합하는 

기초를 제공해야한다. 

(should) 

문서는 대상 과정과 

일관된 결과를 

기술해야만한다. (shall) 

보수성, 낙관성, 혹은 

단순화한 가정이나 

조건을 확인해야만하며 

(shall) 그것의 사용에 

대한 특정 정당화를 

제공해야만한다. (shall) 

항목과 관련된 특정 

성공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는 

문서화되어야한다 

(should): 

공간 냉각의 처리 

(가능하다면) 모든 

필수조명의 부하분배를 

포함하는 SBO 

조건하에서의 DFP 정렬 

성공 확률 

[나머지 항목 필요성이 

없어 번역하지 않음] 

2 문서화 부족 문서 작업 필요  

TH-10 

Documentati

on reflects the 

process used 

Documentation reflects 

the general process 

features.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the 

thermal hydraulic 

analysis methodology 

and the success criteria 

development proces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the 

thermal hydraulic 

analysis methodology 

and the success criteria 

development process. 

    

TH-10 

문서는 

사용된 과정을 

반영한다  

문서는 일반 과정의 

특징을 반영한다.  

문서는 열수력분석 

방법론과 성공기준의 

개발과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여야한다. (should) 

문서는 열수력분석 

방법론과 성공기준의 

개발과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여야만한다. (shall) 

2 문서화 부족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역시 

문서화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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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TH-11 

Documentati

on includes an 

independent 

review for the 

documented 

results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TH-11 

문서는 

문서화된 결과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포함한다. 

독립 검토를 수행하고 

문서화해야한다. (should) 

지식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 검토를 

수행하고 문서화 

해야한다. (should) 

지식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 검토를 

수행하고 문서화 

해야한다. (should) 

2 내용상의 문제는 

없으나 역시 문서화 

작업이 필요 

지식있는 사람들에 

의한 독립적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수행 

내용에 대하여 양식을 

갖춘 문서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독립검토자

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범위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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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계통 분석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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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1 

GUIDANCE 

•  Describes the 

process used 

 

 

 

 

 

 

 

 

 

 

 

 

 

 

 

 

 

 

 

 

 

 

 

 

 

 

 

 

The Fault Tree 

Handbook or equivalent 

is used to provide 

general guidance on 

the logic model 

construction. 

The documentation of 

the system analysis 

should be sufficiently 

well described in the 

documented results to 

act as guidance for 

future updates and 

revisions. 

The development and 

content of the system 

notebooks (including 

the system modeling, 

e.g., fault tree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event tree models 

should be provided by 

the documentation.  

This should include: 

The operating 

experience for the 

system 

the system fault tree 

model assumptions  

the various model uses 

of the system with its 

values 

the success criteria and 

bases 

supports required 

system operation under 

accident conditions 

effects on initiating 

events 

common cause groups 

identified and included 

in the system 

A specific guidance 

document should be 

available that specifies 

the process for system 

analysis including the 

updating process. 

The development and 

content of the system 

notebooks (including 

the system modeling, 

e.g., fault tree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event tree models 

should be provided by 

the documentation.  

This should include: 

the operating 

experience for the 

system 

the system fault tree 

model assumptions  

the various model uses 

of the system with its 

values 

the success criteria and 

bases 

supports required 

system operation under 

accident conditions 

effects on initiating 

events 

common cause groups 

identified and included 

in the system 

relationship to critical 

safety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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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GUIDANCE(cont

inued) 

relationship to critical 

safety functions 

The Fault Tree 

Handbook or equivalent 

should be used to 

provide general 

guidance on the logic 

model constriction. 

Guidance for modeling 

systems, such as 

naming conventions or 

standard component 

failure models, should 

be included in the 

guidance and 

documentation 

The Fault Tree 

Handbook or equivalent 

should be used to 

provide general 

guidance on the logic 

model constriction. 

Guidance for modeling 

systems, such as 

naming conventions or 

standard component 

failure models, should 

be included in the 

guidance and 

documentation. 



 121

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1 

GUIDANCE 

 

사용된 과정 

기술 

고장수목 핸드북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문서가 

고장수목 논리를 

구성하는데 일반적인 

안내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된다 

계통분석에 관한 문서가 

잘 정리되고 문서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계통분석을 update하고 

개정하는데 안내서의 

역할을 하여야(should) 

한다. 계통모델링– 

예)고장수목-을 

포함하는 계통 

notebook의 개발과 

내용은 문서화 되어 

있으며, 또한 사건수목 

모델과의 관계도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 

(should)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should)                 

계통 운전경험 

계통 고장수목          

계통 모델링시 가정 

사항                      

계통의 여러 가지 

모델사용과 값            

성공기준 및 근거       

요구되는 

보조계통이나 

기기(Supports)            

사고 상황에서의 

계통운전                  

초기사건에 미치는 

영향                      

계통 내에서 

확인/포함된 공통원인 

그룹   

중요 안전기능과의 

앞으로의 계통분석 

update를 포함한 

계통분석에 관한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한 발전소 

고유의 안내서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should)   Sytem 

notebook에는 

고장수목을 포함한 

계통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문서화 되어 

있으며, 또한 사건수목 

모델과의 관계도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should)  다음과 

같은 사항이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한다.(should)  

계통 운전경험 

계통 고장수목          

계통 모델링시 가정 

사항                      

계통의 여러 가지 

모델사용과 값             

성공기준 및 근거       

요구되는 

보조계통이나 

기기(Supports)            

사고 상황에서의 

계통운전                  

초기사건에 미치는 

영향                      

계통 내에서 

확인/포함된 공통원인 

그룹   

중요 안전기능과의 

2 계통분석에 대한 

지침서가 있으나 

설계중인 발전소에 

대한 지침서이기에 

2등급으로 평가  

기 작성된 지침서에 

계통운전 경험 반영, 

중요 안전기능과의 

관계 등에 대해 보완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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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관계     

고장수목 핸드북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문서가 

고장수목 논리 구성시 

일반적인 안내서 역할을 

하여야(should) 한다. 

사건이름 부여 및 

기기고장 모델 등과 

같은 계통분석에 필요한 

안내 사항들이 안내서 

및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should) 

관계     

고장수목 핸드북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문서가 

고장수목 논리 구성시 

일반적인 안내서 역할을 

하여야(should) 한다. 

사건이름 부여 및 

기기고장 모델 등과 

같은 계통분석에 필요한 

안내 사항들이 안내서 

및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should) 

SY-2 

•  Consistent 

with industry 

practices 

General adherence to 

accepted industry 

approaches is included. 

The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performing the system 

analysis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The guidance for 

system analysis should 

be complete and 

detail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SY-2 

산업체 관행과  

일치 여부 

승인된 산업체 

분석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 (should) 

계통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사항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입증된 

분석 방법론과의 일관성 

이 유지되어야 한다 

(should) 

계통분석을 위한 

안내서는 완벽하고 

상세해야 하며, 또한 

입증된 분석 방법론와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should) 

3 계통분석 지침서 

일반 산업체 관행과 

일치하도록 

NUREG/CR-2300 

등을 기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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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Y-3 

Sufficient detail 

provided for 

reproducing the 

evaluation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may be 

available to describe 

general approaches 

used.  The general 

description is sufficient 

to convince the 

reviewers that the 

process could be 

repeated with similar 

results.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eans to obtain 

equivalent results. 

The guidance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produce the results. 

    

SY-3 

평가 결과를 

재생산할 정도로 

충분히 상세 

사용된 일반 방법이 

기술되도록 문서화나 

별도의 지침서가 

이용가능하다.(may)  

General description은 

검토자로 하여금 같은 

결과가 나울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문서화 또는 별도의 

특정 지침서는 동등한 

결과를 얻는 수단을 

제공할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should) 

지침서는 결과를 

재생산할정도로 반듯이  

(shall) 상세해야 한다. 

3 계통분석 지침서에 

일부 항목(운전 경험 

반영 등)에 미진한 점 

있지만 지침서를 

사용하면 동등한 

결과 얻을 것으로 

판단  

  

SY-4 

SYSTEM 

MODELS (e.g., 

Fault Trees) 

The system 

models are 

available for 

review 

The system 

descriptions should 

address all trains of a 

redundant system, not 

just a single train. 

The fault tree models 

are only available 

electronically and have 

not been separated out 

of the larger fault tree 

or do not have support 

system interfaces 

defined. 

The system 

descriptions should 

address all trains of a 

redundant system, not 

just a single train. 

The fault tree models 

are available in both 

electronic and “hard 

copy” form for 

inspection and review 

for all trains of the 

systems. 

The system 

descriptions shall 

address all trains of a 

redundant system, not 

just a single train. 

The fault tree models 

are available in both 

electronic and “hard 

copy” form for 

inspection and review 

for all trains of the 

systems. 

    

SY-4 

SYSTEM 

MODELS (e.g., 

계통 기술은 한 트레인 

뿐만이 아니라 다중 

계통의 모든 트레인을 

계통 기술은 한 트레인 

뿐만이 아니라 다중 

계통의 모든 트레인을 

계통 기술은 한 트레인 

뿐만이 아니라 다중 

계통의 모든 트레인을 

4 계통고장수목이 

전자파일과 프린터 

출력물 형태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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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Fault Tree) 

검토위한 

계통모델 

이용가능  

다루어야 한다(should).   

고장수목모델은 단지 

전자파일만이 

이용가능하며, 고장수목 

전체에서 계통별로 

분리되지 않았으며, 또한 

정의된 보조계통과의 

연계성을 갖고있지 않다. 

다루어야 한다(should).   

계통모든 트레인에 대한 

검사와 검토를 위해 

고장수목모델은 

전자파일과 프린터 

출력물 형태 2가지 모두 

이용 가능 하다. 

반듯이 다루어야 

한다(shall).              

계통모든 트레인에 대한 

검사와 검토를 위해 

고장수목모델은 

전자파일과 프린터 

출력물 형태 2가지 모두 

이용 가능 하다 

Y-5 

The models and 

analyses are 

consistent with 

the as-built, 

as-operated 

plant including 

EOPs and AOPs 

(See also AS-

19) 

The models and 

analys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as-

built, as-operated plant 

including EOPs and 

AOPs (See also AS-19) 

Exceptions may be 

noted; or level of detail 

is reduced, if justified. 

The operating 

experience with the 

system may be 

reviewed to ensure that 

important system 

characteristics are 

modeled appropriately. 

The models and 

analys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as-

built, as-operated plant 

including EOPs and 

AOPs (See also AS-19) 

Procedurally directed 

operator actio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that 

substantially influence 

the fault tree structure 

or its probability should 

be accounted for.  This 

should include operator 

or training input on the 

interpretation of 

proceduralized steps. 

The operating 

experience with the 

system should be 

reviewed to ensure that 

important system 

characteristics are 

modeled appropriately. 

The models and 

analys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as-

built, as-operated plant 

including EOPs and 

AOPs (See also AS-19) 

Procedurally directed 

operator action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that 

substantially influence 

the fault tree structure 

or its probability shall be 

accounted for.  This 

shall include operator 

training input on the 

interpretation of 

proceduralized steps. 

The operating 

experience with the 

system shall be 

reviewed to ensure that 

important system 

characteristics are 

model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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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5 

모델과 분석이 

EOP/AOP를 

포함해 현재 

건설중이거나 

운전중인 원전과  

일치 

모델 및 분석이 

EOP/AOP를 포함해 

현재 건설중이거나 

운전중인 원전과  

일치해야 한다(should) 

(see AS-19)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분석의 상세한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예외는 있을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계통 특성이 적절히  

모델링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에 

대한 운전경험이 

검토될수 있다(may). 

모델 및 분석이 

EOP/AOP를 포함해 

현재 건설중이거나 

운전중인 원전과  

일치해야 한다(should) 

(see AS-19)              

고장수목 구조나 그 

확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절차화된 운전원 

행위(우호적/부정적  

영향 2가지 모두)는 

설명되어야 

한다(should). 이 사항은 

절차화된 스텝의 해석에 

관한 운전원이나 훈련 

입력을 포함해야 

한다(should). 

또한 중요 계통 특성이 

적절하게 모델링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에 대한 

운전경험이 검토되어야 

한다(should). 

모델 및 분석이 

EOP/AOP를 포함해 

현재 건설중이거나 

운전중인 원전과  

반듯이 일치해야 

한다(should) (see AS-

19) 

고장수목 구조나 그 

확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절차화된 운전원 

행위(우호적/부정적  

영향 2가지 모두)는 

반듯이 설명되어야 

한다(shall). 이 사항은 

절차화된 스텝의 해석에 

관한 운전원 훈련 

입력을 포함해야 

한다(shall). 

또한 중요 계통 특성이 

적절하게 모델링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통에 대한 

운전경험이 검토되어야 

한다(shall). 

2 현재 운전중인 

발전소의 상황을 

계통분석이 반영하고 

있으나 AOP 미검토, 

운전경험 미반영, 

절차화된 운전원 

행위 등에 대한 설명 

미흡 등으로 2 등급 

평가  

AOP 검토와, 

운전경험 반영, 

절차화된 행위에 

대한 기술 보강 필요  

계통분석난

에 운전원 

행위 관련 

사항 

포함하도록 

계통분석 

체계 변경 

Y-6 

The structure of 

the system 

model provides 

detail down to 

at least the 

major active 

component 

level (e.g., 

pumps and 

valves) 

The fault tree models 

should provide detail 

down to the major 

active component level.  

Exceptions for some 

systems may occur 

when they are 

dominated by operator 

actions, specific 

phenomenological 

effects, or are “black-

boxed” such as the 

scram system. 

The fault tree models 

should provide detail 

down to the major 

active component level.  

Exceptions for some 

systems may occur 

when they are 

dominated by operator 

actions, specific 

phenomenological 

effects, or are “black-

boxed” such as the 

scram system. 

The fault tree models 

should provide detail 

down to the major 

active component level.  

Exceptions for some 

systems may occur 

when they are 

dominated by operator 

actions, specific 

phenomenological 

effects, or are “black-

boxed” such as the 

scr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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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stems that have 

sometimes not been 

modeled in detail 

include: 

Power conversion 

system 

Instrument Air 

keep fill system 

The justification for 

limited modeling should 

be documented.  

The component 

boundaries used in the 

fault tree model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boundary definition 

used in the data 

analysis element. 

Systems that have 

sometimes not been 

modeled in detail 

include: 

Power conversion 

system 

Instrument Air 

keep fill system 

The justification for 

limited modeling should 

be documented. 

The component 

boundaries used in the 

fault tree model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boundary definition 

used in the data 

analysis element. 

Systems that have 

sometimes not been 

modeled in detail 

include: 

Power conversion 

system 

Instrument Air 

keep fill system 

The justification for 

limited modeling should 

be documented. 

The component 

boundaries used in the 

fault tree model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boundary definition 

used in the data 

analysis element. 

SY-6 

계통모델의 

구조에 있어서 

적어도 주요 

능동기기 

수준까지 상세 

모델링 

고장수목은 주요 

능동기기 수준까지는 

상세 모델링 되어야 

한다(should).  운전원 

행위나 특정 현상학적 

영향 에 의해 계통이 

좌우되거나 또는 

불시정지계통(scram 

system)같이 black-

box로 처리되는  몇 

개의 예외 사항도 

있기는 하다.  보통 상세 

모델링 되지 않는 

계통은 다음과 같다.   

동력전환계통 

계측공기               

Keep Fill System        

제한된 모델링에 대한 

고장수목은 주요 

능동기기 수준까지는 

상세 모델링 되어야 

한다(should).  운전원 

행위나 특정 현상학적 

영향 에 의해 계통이 

좌우되거나 또는 

불시정지계통(scram 

system)같이 black-

box로 처리되는  몇 

개의 예외 사항도 

있기는 하다.  보통 상세 

모델링 되지 않는 

계통은 다음과 같다.   

동력전환계통 

계측공기               

Keep Fill System        

제한된 모델링에 대한 

고장수목은 주요 

능동기기 수준까지는 

상세 모델링 되어야 

한다(should).  운전원 

행위나 특정 현상학적 

영향 에 의해 계통이 

좌우되거나 또는 

불시정지계통(scram 

system)같이 black-

box로 처리되는  몇 

개의 예외 사항도 

있기는 하다.  보통 상세 

모델링 되지 않는 

계통은 다음과 같다.   

동력전환계통 

계측공기               

Keep Fill System        

제한된 모델링에 대한 

4 울진 3/4 경우 주요 

능동계통 대부분은 

모델링되어 있고, 

상세 모델링되지않는 

계통에 대해선 

설명이 되어 있다 

3등급과 4등급 동일  

 Keep-fill 

system이

란 주입 

펌프의 

출구쳌밸브

와 주입 

격리밸브사

이의 

배관을 

항상 물로 

채워져 

있게 

함으로써 

주입신호시 

물이 바로 

원하는 

곳으로 

주입되게 

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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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정당화는 문서화 되야 

한다(should).             

고장수목에서 사용된 

기기 경계(component 

boundary)는 데이타 

분석에서 사용된 

경계정의와 반듯이 

일치해야 한다(shall). 

정당화는 문서화 되야 

한다(should).             

고장수목에서 사용된 

기기 경계(component 

boundary)는 데이타 

분석에서 사용된 

경계정의와 반듯이 

일치해야 한다(shall). 

정당화는 문서화 되야 

한다(should).             

고장수목에서 사용된 

기기 경계(component 

boundary)는 데이타 

분석에서 사용된 

경계정의와 반듯이 

일치해야 한다(shall). 

배관내 

기포가 

collapse 

되면서 

발생하는 

water 

hammer 

를 

방지해주는 

계통이다. 

예를 들어 

BWR 의 

core spray 

과 RHRl 

system 의 

펌프하류부 

배관들은 

keep fill 

system 에 

의해 항상 

물로 

채워져 

있음 

Y-7 

The level of 

detail of the 

system models 

reflects certain 

passive 

components 

that may impact 

CDF.(6) 

-- Critical passive 

components such as 

check valves, strainers, 

and tanks should be 

included if they can 

influence the CDF or 

LERF. 

Generally, the individual 

pipe segments of a 

system are not required 

to be modeled.  (This 

is based on historical 

comparisons with high 

quality PRAs.) 

Critical passive 

components such as 

check valves, strainers, 

and tanks shall be 

included if they can 

influence the CDF or 

LERF.   

Generally, the individual 

pipe segments of a 

system are not required 

to be modeled.  (This 

is based on historical 

comparisons with high 

quality P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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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7 

계통모델의 

상세수준은 

CDF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수동기기 반영. 

 

-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및 

탱크 등과 같은 주요 

수동기기가 CDF 나 

LERF에 영향을 

미친다면 모델에 

포함하여야 

한다(should).  

일반적으로 각각의 

배관분절(segment)는 

모델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고품질 

PRA와의 이력비교에 

근거한다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및 

탱크 등과 같은 주요 

수동기기가 CDF 나 

LERF에 영향을 

미친다면 모델에 반듯이 

포함하여야 한다(shall).  

일반적으로 각각의 

배관분절(segment)는 

모델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고품질 

PRA와의 이력비교에 

근거한다) 

2 수동기기가 CDF나 

LERF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해 

대부분 모델링 

하였다. 하지만 

strainer 등 

운전이력에 의해 

중요시 여겨지는 

기기에 대해서는 재 

검토 요  

기존 신뢰도보고서나 

사건이력 등의 재 

검토를 통해 확인 

필요  

   

SY-8 

The system 

models contain 

at a minimum 

the following (if 

applicable): 

- Common 

cause failure 

contributors 

- Test and 

maintenance 

unavailabilities 

- Operator errors 

that can 

influence 

system 

operability 

(where 

appropriate) 

- False instrument 

signals that can 

cause failures 

of the system(8) 

The system models 

have treated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in 

manner that reduces 

the PRA level of 

discrimination or ability 

to accurately calculate 

a realistic CDF or LERF.  

This judgement is 

documented by the 

Peer Review Team in 

one of the following 

areas: 

Common cause failure 

contributors 

Test and maintenance 

unavailabilities 

Operator errors that can 

influence system 

operability (where 

appropriate) 

False instrument signals 

that can cause failures 

of the system(8) 

The system models 

should contain at a 

minimum the following 

(if applicable): 

Common cause failure 

contributors 

Test and maintenance 

unavailabilities 

Operator errors that can 

influence system 

operability (where 

appropriate) 

False instrument signals 

that can cause failures 

of the system(8) 

Operator interface 

dependencies across 

systems or trains 

The system models 

shall contain at a 

minimum the following 

(if applicable): 

Common cause failure 

contributors 

Test and maintenance 

unavailabilities 

Operator errors that can 

influence system 

operability (where 

appropriate) 

False instrument signals 

that can cause failures 

of the system(8) 

Operator interface 

dependencies across 

systems or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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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Operator 

interface 

dependencies 

across systems 

or trains 

Operator interface 

dependencies across 

systems or trains 

SY-8 

계통모델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한다.   

공통원인기여

인자 

시험/보수 

이용불능도 

계통운전에 

영향줄수있는 

운전원 오류 

계통고장을 

유발할수 있는 

잘못된 계측신호 

계통 또는 

계열에 걸친 

운전원 연계 

의존성  

계통모델이 아래에 

열거한 항목들 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을 

잘못 처리하여 PRA 의 

분별능력이나 실제적인 

CDF나 LERF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감소 시키고 

있을 경우Peer review 

팀은  항목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판단결과를 문서화 

한다:     

공통원인기여인자 

시험/보수 이용불능도 

계통운전에 

영향줄수있는 운전원 

오류 

계통고장을 유발할수 

있는 잘못된 계측신호 

계통 또는 계열에 걸친 

운전원 연계 의존성 

계통모델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should).   

공통원인기여인자 

시험/보수 이용불능도 

계통운전에 

영향줄수있는 운전원 

오류 

계통고장을 유발할수 

있는 잘못된 계측신호 

 계통 또는 계열에 걸친 

운전원 연계 의존성 

계통모델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듯이 반영하여야 

한다(shall).   

공통원인기여인자 

시험/보수 이용불능도 

계통운전에 

영향줄수있는 운전원 

오류 

계통고장을 유발할수 

있는 잘못된 계측신호 

계통 또는 계열에 걸친 

운전원 연계 의존성 

3 계통모델에 이 

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모델링 되어 있음.  

 

 제한적 

만족. 

4개의 

펌프와 

스트레이너 

등에 대한 

CCF 

가능성 

재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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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Y-9 

Modules used in 

the system 

models are well 

correlated to 

their constituent 

components 

and capable of 

providing 

importance and 

parametric 

effects on a 

component 

level. 

The traceability of basic 

events to modules and 

to cutsets is not readily 

present in the model 

and documentation.  

The traceability of basic 

events to modules and 

to cutsets should be 

transparent to the user 

and a reviewer. 

The traceability of basic 

events to modules and 

to cutsets shall be 

transparent to the user 

and a reviewer. 

    

SY-9 

계통모델에 

사용된 모듈은 

모듈 내 구성된 

기기와 잘 

연계(correlated)

되있고, 기기 

수준에서의 

중요도 및 다른 

모수에 대한 

영향 등을 제공 

모듈과 단절집합에서 

에서의 기본사건에 대한 

추적가능성은 모델과 

문서에서 쉽게 

나타나있지 않다. 

모듈과 단절집합에서 

에서의 기본사건에 대한 

추적가능성은 사용자와 

검토자에게 투명해야 

한다 (should). 

모듈과 단절집합에서 

에서의 기본사건에 대한 

추적가능성은 사용자와 

검토자에게 반듯이 

투명해야 한다 (shall). 

4 사용 모듈이 거의 

없고 기본사건의 

naming 

convention이 

지침서에 따라 

제대로 수행되었기에 

grade 4 평가  

  

Y-10 

Spatial or 

environmental 

dependencies 

(e.g., internal 

floods, room 

cooling, etc.) 

are addressed 

for each system 

within the 

system model 

or in the 

Spatial hazards that 

may impact system 

operation are not 

identified in the system 

notebook or are not 

explicitly accounted for 

in the system fault tree 

or the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Environmental hazards 

that may impact system 

operation are not 

Spatial hazards that 

may impact system 

operation should be 

identified in the system 

notebook and 

accounted for in the 

system fault tree or the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Environmental hazards 

that may impact system 

operation should be 

Spatial hazards that 

may impact system 

operation shall be 

identified in the system 

notebook and 

accounted for in the 

system fault tree or the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Environmental hazards 

that may impact system 

operation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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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accident 

sequence 

evaluation(5). 

identified in the system 

notebook or are not 

explicitly accounted for 

in the system fault tree 

or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Results of plant 

walkdowns are not 

available for review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used as a source of 

information and 

resolution of issues. 

Explicit treatment of 

containment vent 

effects (BWRs) and 

containment failure 

effects on system 

operation should be 

included.  

Conservative 

evaluations of impacts 

on systems are part of 

the model. 

identified in the system 

notebook and 

accounted for in the 

system fault tree or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Results of plant 

walkdowns should be 

used as a source of 

information and 

resolution of issues. 

Explicit treatment of 

containment vent 

effects (BWRs) and 

containment failure 

effects on system 

operation shall be 

included. 

Conservative 

evaluations should not 

distort the CDF, LERF, 

or the risk profile. 

identified in the system 

notebook and 

accounted for in the 

system fault tree or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Results of plant 

walkdowns shall be 

used as a source of 

information and 

resolution of issues. 

Explicit treatment of 

containment vent 

effects (BWRs) and 

containment failure 

effects on system 

operation shall be 

included. 

Conservative 

evaluations should be 

avoided.  This may 

require substantial 

deterministic 

evaluations. 

SY-10 

공간 또는 

환경적인 의존성 

(발전소내 홍수 

또는 격실냉각 

등)이 계통 모델 

내 또는 

사고경위 평가시 

각 계통에 대해 

고려 

계통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적인 

위해가 system 

notebook에서 확인 

불가능하고, 

계통고장수목에서 

정확하게 모델링 되지 

않고, 또한 사고경위 

평가시에도 고려되지 

않는다. 

계통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위해가 system 

계통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적인 

위해는 system 

notebook에서 확인 

가능 해야 하고, 

계통고장수목에서 

정확하게 모델링 되어야 

하고, 또한 사고경위 

평가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should).             

계통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위해는 system 

계통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적인 

위해는 system 

notebook에서 확인 

가능 해야 하고, 

계통고장수목에서 

정확하게 모델링 되어야 

하고, 또한 사고경위 

평가시에도 반드시 

고려되야 한다(shall).   

계통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위해는 system 

2 계통분석시 공간적 

또는 환경적인 위해 

등이 제대로 분석. 

기술되지 않았기에 

2등급 평가. 

공간적. 환경적 위해 

요인 파악 분석, 

현장답사 결과 기술, 

격납용기 건물 

실패에 영향 받는 

계통에서 격납건물 

고장 발생시 

영향받는 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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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notebook에서 확인 

불가능하고, 

계통고장수목에서 

정확하게 모델링 되지 

않고, 또한 사고경위 

평가시에도 고려되지 

않는다. 

발전소 walkdown결과는 

issue에 대한 정보와 

해결책에 대한 

근거원으로써 사용될 것 

인가를 검토자가 

결정하는데 이용 

불가능하다. 

계통운전에 대한 

격납건물 환기(vent, 

BWR) 및 격납건물 

실패의 명시적인 처리가 

포함되야 한다(should). 

계통에 미치는 영향의 

보수적 평가가 모델의 

일부이다. 

notebook에서 확인 

가능 해야 하고, 

계통고장수목에서 

정확하게 모델링 되어야 

하고, 또한 사고경위 

평가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should).             

발전소 walkdown결과는 

issue에 대한 정보와 

해결책에 대한 

근거원으로써 

사용되어야 

한다(should).             

계통운전에 대한 

격납건물 

환기(vent,BWR) 및 

격납건물 실패의 

명시적인 처리가 반듯이 

포함되어야 한다(shall). 

보수적인 평가는 CDF나 

LERF 또는 risk profile 

등이 왜곡되어서는 

않된다(should). 

notebook에서 확인 

가능 해야 하고, 

계통고장수목에서 

정확하게 모델링 되어야 

하고, 또한 사고경위 

평가시에도 반드시 

고려되야 한다(shall).   

발전소 walkdown결과는 

issue에 대한 정보나 

해결책에 대한 

근거원으로써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shall).   

계통운전에 대한 

격납건물 

환기(vent,BWR) 및 

격납건물 실패의 

명시적인 처리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shall). 

보수적인 평가는 피해야 

한다(should).  여기에는 

상당한  결정론적 

평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SY-11 

In some 

accident 

sequences, 

systems are 

expected to 

perform in 

degraded 

environments 

(e.g., inside 

containment 

after a LOCA).  

While 

equipment is 

In some accident 

sequences, systems are 

expected to perform in 

degraded environments 

(e.g., inside 

containment after a 

LOCA).  While 

equipment is generally 

qualified for such an 

environment, there 

should be some 

evidence that a search 

has been made for 

equipment that is not 

In some accident 

sequences, systems are 

expected to perform in 

degraded environments 

(e.g., inside 

containment after a 

LOCA).  While 

equipment is generally 

qualified for such an 

environment, there 

should be evidence that 

a search has been 

made for equipment 

that is not so qualified 

In some accident 

sequences, systems are 

expected to perform in 

degraded environments 

(e.g., inside 

containment after a 

LOCA).  While 

equipment is generally 

qualified for such an 

environment, there shall 

be evidence that a 

search has been made 

for equipment that is 

not so qualified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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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3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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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generally 

qualified for 

such an 

environment, 

there should be 

some evidence 

that a search 

has been made 

for equipment 

that is not so 

qualified (e.g., 

statements that 

necessary 

equipment is 

qualified.)  

Other examples 

of degraded 

environments 

include: 

SRV Operability 

(small LOCA, 

drywell spray, 

severe 

accident) (for 

BWRs) 

Steamline 

breaks outside 

containment 

Debris that 

could plug 

screens/filte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plant), and 

heating of the 

water supply 

(e.g., BWR 

suppression 

so qualified (e.g., 

statements that 

necessary equipment is 

qualified.)  Other 

examples of degraded 

environments include: 

 SRV Operability (small 

LOCA, drywell spray, 

severe accident) (for 

BWRs) 

 Steamline breaks 

outside containment 

 Debris that could plug 

screens/filte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plant), and heating 

of the water supply 

(e.g., BWR suppression 

pool, PWR containment 

sump) that could affect 

pump operability 

Loss of NPSH 

Steam binding of 

pumps 

The evaluation of plant 

or accident sequence 

conditions that may 

adversely impact 

system operation 

should be included. 

There may be 

conditions in which the 

system or its 

components are 

required to operate 

beyond the licensing 

design basis.  The 

(e.g., statements that 

necessary equipment is 

qualified.)  Other 

examples of degraded 

environments include: 

 SRV Operability (small 

LOCA, drywell spray, 

severe accident) (for 

BWRs) 

 Steamline breaks 

outside containment 

 Debris that could plug 

screens/filte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plant), and heating 

of the water supply 

(e.g., BWR suppression 

pool, PWR containment 

sump) that could affect 

pump operability 

Loss of NPSH 

Steam binding of 

pumps 

The evaluation of plant 

or accident sequence 

conditions that may 

adversely impact 

system operation 

should be included. 

There may be 

conditions in which the 

system or its 

components are 

required to operate 

beyond the licensing 

design basis.  This 

should be included in 

statements that 

necessary equipment is 

qualified.)  Other 

examples of degraded 

environments include: 

 SRV Operability (small 

LOCA, drywell spray, 

severe accident) (for 

BWRs) 

 Steamline breaks 

outside containment 

 Debris that could plug 

screens/filte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plant), and heating 

of the water supply 

(e.g., BWR suppression 

pool, PWR containment 

sump) that could affect 

pump operability 

Loss of NPSH 

Steam binding of 

pumps 

The evaluation of plant 

or accident sequence 

conditions that may 

adversely impact 

system operation shall 

be included. 

There may be 

conditions in which the 

system or its 

components are 

required to operate 

beyond the licensing 

design basis.  This 

shall be includ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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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pool, PWR 

containment 

sump) that 

could affect 

pump 

operability 

Loss of NPSH 

Steam binding 

of pumps 

degree to which this is 

justified by the 

following is considered 

less than needed for a 

Grade 3 PRA: 

expert judgement 

test or operational data 

calculations 

vendor input 

Examples include: 

room temperatures 

above EQ limits 

minimum flow valve 

fails closed 

the model if justified 

based on: 

expert judgement 

test or operational data 

calculations 

vendor input 

Examples include: 

room temperatures 

above EQ limits 

minimum flow valve 

fails closed 

model if justified based 

on: 

expert judgement 

test or operational data 

calculations 

vendor input 

Examples include: 

room temperatures 

above EQ limits 

minimum flow valve 

fails closed 

SY-11 

사고경위분석에 

있어서 

운전시보다 

열악한 

환경(LOCA 발생 

후 

격납건물내)에서 

운전 수행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환경에서 

기기가 운전될 

수 있도록 

qualify 

되었지만, 

qualify 되지 

못한 기기에 

대한 검토 

사례(evidence)

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사고경위분석에 있어서 

운전시보다 열악한 

환경(LOCA 발생 후 

격납건물내)에서 운전이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환경에서 기기가 

운전될 수 있도록 

qualify 되었지만, qualify 

되지 못한 기기에 대한 

검토 사례(evidence)가 

있어야 한다(should).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악화된 환경하에서  

안전방출밸브(SRV)운

전성(SLOCA,  drywell 

spray, 중대사고)(for 

BWRs) 

격납용기외부 

증기관파단     

스크린/필터를 막는 

노심파편물(발전소 

내.외부)펌프 운전성에 

사고경위분석에 있어서 

운전시보다 나빠진 

환경(LOCA 발생 후 

격납건물내)에서 운전이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환경에서 기기가 

운전될 수 있도록 

qualify 되었지만, qualify 

되지 못한 기기에 대한 

검토 사례(evidence)가 

있어야 한다(should).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악화된 환경하에서 

안전방출밸브(SRV)운

전성(SLOCA,  drywell 

spray, 중대사고)(for 

BWRs) 

격납용기외부 

증기관파단     

스크린/필터를 막는 

노심파편물(발전소 

내.외부)펌프 운전성에 

사고경위분석에 

있어서 운전시보다 

나빠진 환경(LOCA 발생 

후 격납건물내)에서 

운전이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환경에서 기기가 운전될 

수 있도록 qualify 

되었지만, qualify 되지 

못한 기기에 대한 검토 

사례(evidence)가 

있어야 한다(shall).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악화된 환경하에서  

안전방출밸브(SRV)운

전성(SLOCA,  drywell 

spray, 중대사고)(for 

BWRs) 

격납용기외부 

증기관파단     

스크린/필터를 막는 

노심파편물(발전소 

3 보조급수계통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는 

증기결합(steam 

binding)과 

보조급수계통 펌프 

head 상실(기동후, 

SG의 고압하에 

최소유량관 

막힘)이다. 보고서에 

이에 대한 

논의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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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다음과 같은 

악화된 

환경하에서      

안전방출밸브

(SRV)운전성(SL

OCA,  drywell 

spray, 

중대사고)(for 

BWRs) 

격납용기외부 

증기관파단     

스크린/필터

를 막는 

노심파편물(발전

소 내.외부)펌프 

운전성에 

영향주는 

공급수의 

가열(e.g., BWR 

감압풀, PWR 

격납용기 

배수조)    

펌프의 

순양흡수두(NPS

H) 상실 

펌프의 

증기결합(bindin

g) 

영향주는 공급수의 

가열(e.g., BWR 감압풀, 

PWR 격납용기 배수조)   

펌프의 

순양흡수두(NPSH) 상실 

펌프의 

증기결합(binding) 

계통운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고경위 

조건이나 발전소 조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should).             

계통이나 기기가 인허가 

설계 기준 이상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may).  

다음 사항에 대한 

타당성 정도는 Grade 3 

PRA를 위해 필요한 

것보다 적게 고려한다:·  

전문가 판단 

시험 또는 운전 자료  

계산 

공급자  자료   

예는 다음과 같다.  

EQ 제한치를 

초과하는 실내 온도  

Minimum flow valve 

가 고장으로 담힘 

영향주는 공급수의 

가열(e.g., BWR 감압풀, 

PWR 격납용기 배수조)   

펌프의 

순양흡수두(NPSH) 상실 

펌프의 

증기결합(binding)   

계통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경위 

조건이나 발전소 조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should).             

계통이나 기기가 인허가 

설계 기준 이상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may). 

이는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타당성이 

확인되면 모델에 

포함하도록 

한다(should):   

 전문가 판단 

시험 또는 운전 자료  

계산 

공급자  자료   

예는 다음과 같다.  

EQ 제한치를 

초과하는 실내 온도  

Minimum flow valve 

가 고장으로 담힘 

내.외부)펌프 운전성에 

영향주는 공급수의 

가열(e.g., BWR 감압풀, 

PWR 격납용기 배수조)    

펌프의 

순양흡수두(NPSH) 상실 

펌프의 

증기결합(binding) 

계통운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고경위 

조건이나 발전소 조건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shall).   

이는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타당성이 

확인되면 모델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shall): 

전문가 판단 

시험 또는 운전 자료  

계산 

공급자  자료   

예는 다음과 같다.  

EQ 제한치를 

초과하는 실내 온도  

Minimum flow valve 가 

고장으로 담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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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12 

Support system 

requirements 

are accounted 

for 

Support systems should 

be explicitly accounted 

for in the modeling 

process.  This may 

include: 

fault tree linking 

 dependency matrices 

that are translated into 

event tree structure or 

event tree logic rules or 

into dependent failure 

probabilities. 

Conservative treatment 

of support system 

dependencies are 

included in the model 

evaluation.  

Support systems should 

be explicitly accounted 

for in the modeling 

process.  This may 

include: 

fault tree linking 

 dependency matrices 

that are translated into 

event tree structure or 

event tree logic rules or 

into dependent failure 

probabilities. 

Support system 

treatment should be 

realistic based on 

realistic success criteria 

and realistic timing.  

Support systems shall 

be explicitly accounted 

for in the modeling 

process.  This may 

include: 

fault tree linking 

 dependency matrices 

that are translated into 

event tree structure or 

event tree logic rules or 

into dependent failure 

probabilities. 

Support system 

treatment shall be 

realistic based on 

realistic success criteria 

and realistic timing. 

    

SY-12 

보조계통에 대한 

요구조건 설명   

보조계통은 모델링 

과정에서 명백하게 

설명되도록 해야 

한다(should).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수 

있다:. 

고장수목연결 

사건수목 구조나 

논리 또는 의존성 

고장확률로 바뀔수 있는 

의존성 

매트리스(matrices)   

보조계통 종속성의 

보수적인 처리가 모델 

평가에 포함된다. 

 보조계통은 모델링 

과정에서 명백하게 

설명되도록 해야 

한다(should).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수 

있다  

고장수목연결 

사건수목 구조나 

논리 또는 의존성 

고장확률로 바뀔수 있는 

의존성 

매트리스(matrices)     

보조계통의 종속성 

처리는 실제적인 

성공기준과 

시간(timing)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should). 

보조계통은 모델링 

과정에서 명백하게 

반듯이 설명되도록 해야 

한다(shall).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수 

있다  

고장수목연결 

사건수목 구조나 

논리 또는 의존성 

고장확률로 바뀔수 있는 

의존성 

매트리스(matrices)        

보조계통의 종속성 

처리는 실제적인 

성공기준과 실제적인 

시간(timing)에 

근거하여 반듯이 

실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shall). 

3 보조급수계통의 

보조계통에 대해서는 

의존성 표로 

나타냈고, 또한 이들 

보조계통에 대해 

계통모델에 제대로 

반영되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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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13 

The inventories 

of air, power, 

and cooling 

sufficient to 

support the 

mission time (or 

potential 

deficiencies) 

are identified 

and included in 

the model as 

appropriate. 

(Also refer to 

Elements TH 

and DE 

regarding 

definition of 

success 

criteria)  

The inventories of air, 

power, and cooling 

sufficient to support the 

mission time (or 

potential deficiencies) 

are identified and 

included in the model 

as appropriate. (Also 

refer to Elements TH 

and DE regarding 

definition of success 

criteria).  However, 

conservative 

evaluations of impacts 

on systems are part of 

the model. 

The inventories of air, 

power, and cooling 

sufficient to support the 

mission time (or 

potential deficiencies) 

should be identified and 

included in the model 

as appropriate. (Also 

refer to Elements TH 

and DE regarding 

definition of success 

criteria) 

Conservative 

evaluations should not 

distort the CDF, LERF, 

or the risk profile. 

The inventories of air, 

power, and cooling 

sufficient to support the 

mission time (or 

potential deficiencies) 

shall be identified and 

included in the model 

as appropriate. (Also 

refer to Elements TH 

and DE regarding 

definition of success 

criteria) 

Conservative 

evaluations should be 

avoided.  This may 

require substantial 

deterministic 

evaluations. 

    

SY-13 

임무수행시간(mi

ssion time)동안 

사용하게 될 

공기, 전력 및 

냉각수 등의 

재고량이 

충분한가가 

피익되고 모델에 

반영(성공기준 

정의를 고려한 

열수력분석 

요건과 종속성 

요건 참조) 

임무수행시간(mission 

time)동안 사용하게 될 

공기, 전력 및 냉각수 

등의 재고량이 

충분한가를 확인하고 

이를 모델에 적절하게 

반영한다(성공기준 

정의를 고려한 

열수력분석 요건과 

종속성 요건 참조)  

그러나 계통에 미치는 

영향의 보수적 평가도 

모델의 일부이다. 

임무수행시간(mission 

time)동안 사용하게 될 

공기, 전력 및 냉각수 

등의 재고량이 

충분한가를 확인하고 

이를 모델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should).(성공기준 

정의를 고려한 

열수력분석 요건과 

종속성 요건 참조)  

그러나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보수적으로 

평가함으로서 CDF, 

LERF 및 risk profile을 

왜곡되게 평가해서는 

안된다(should). 

임무수행시간(mission 

time)동안 사용하게 될 

공기, 전력 및 냉각수 

등의 재고량이 

충분한가를 확인하고 

이를 모델에 적절하게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shall). (성공기준 

정의를 고려한 

열수력분석 요건과 

종속성 요건 참조)   

보수적인 평가는 피해야 

하며(should), 여기에는 

상당한 결정론적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may). 

2 임무수행시간동안 

필요한 냉각수, 공기, 

전기 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계통모델리 

개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논의가 부조한 

형편임.  

이 항목에서 언급한 

재고량 등의 분석 및 

관련 문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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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14 

The system 

boundary 

included in the 

system model is 

clearly 

discerned from 

a simplified 

schematic of 

system 

The system boundary 

included in the system 

model is not clearly 

discerned from a 

simplified schematic of 

system. 

The system boundary 

included in the system 

model should be clearly 

discerned from a 

simplified schematic of 

system. 

The system boundary 

included in the system 

model should be clearly 

discerned from a 

simplified schematic of 

system. 

    

SY-14 

계통모델에 

반영된 

계통경계는 각 

계통 단순도에서 

분명하게 구분 

계통모델에 반영된 

계통경계는 각 계통 

단순도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계통모델에 반영된 

계통경계는 각 계통의 

계통 단순도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should). 

계통모델에 반영된 

계통경계는 각 계통의 

계통 단순도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should). 

4 계통 모델링할 

기기들 모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계통 단순도에 

나타나 있음  

  

SY-15 

The system 

model analysis 

considered 

generic system 

failure modes 

observed in 

industry(9) 

The system model 

analysis excludes 

certain generic system 

failure modes observed 

in industry(9) without 

adequate justification. 

The system model 

analysis should 

consider generic 

system failure modes 

observed in industry(9) 

The system model 

analysis shall consider 

generic system failure 

modes observed in 

industr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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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15 

계통분석에 

있어서 

산업체에서 

관측된 계통의 

고장모드 고려 

적절한 타당성이 없으면 

계통분석시 산업체에서 

관측된 일반적인 계통의 

고장모드를 제외한다. 

계통분석시 산업체에서 

관측된 계통의 

고장모드를 고려하여야 

한다.(should) 

계통분석시 산업체에서 

관측된 계통의 

고장모드를 반듯이 

고려하여야 한다. (shall) 

2 산업체에서 관측된 

고장모드 대부분은 

분석시 고려 

하였지만 모델링 

안할경우 안 한다는 

이유의 정당성 등이 

제대로 기술 

안되었음(예: 4개 

펌프 CCF) 

최근의 

계통분석(NUREG/CR

-5500) 보고서 등의 

검토와 이의 분석에 

반영-  4개 펌프 

CCF 가능성과 

스트레이너 CCF 

가능성 검토 및 이의 

반영  

   

SY-16 

The system 

model analysis 

included plant 

specific failure 

modes(7), (9) 

Plant specific search of 

system operating 

experience is not 

documented. 

Plant specific search of 

system operating 

experience should be 

performed and the 

results may be used to 

identify plant specific 

failure modes for the 

system. 

An FMEA or equivalent 

technique may be used 

to identify component 

or system failures that 

are plant specific. 

Plant specific search of 

system operating 

experience shall be 

performed and the 

results may be used to 

identify plant specific 

failure modes for the 

system. 

An FMEA or equivalent 

technique should be 

used to identify 

component or system 

failures that are plant 

specific 

    

SY-16 

계통분석시 

발전소 고유의 

고장모드 고려 

계통 운전경험에 대한 

해당 발전소 고유의 

탐색은 문서화 되지 

않는다. 

계통 운전경험에 대한  

해당 발전소 고유의 

탐색이 수행되야 

하며(should), 이 결과가 

계통에 대한 발전소 

고유의 고장모드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may).     FMEA 

또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발전소 고유의 기기 

또는 계통고장을 확인할 

계통 운전경험에 대한  

해당 발전소 고유의 

탐색이 반듯이 

수행되어야 하며(shall), 

이 결과가 계통에 대한 

발전소 고유의 

고장모드를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may).   

FMEA 또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발전소 고유의 

기기 또는 계통고장을 

2 설계중인 발전소에 

대해 수행한 

PSA이기에 

운전경험을 검토하지 

않았음  

운전 경험의 검토 

필요  

 운전이력 

검토와 

직원 면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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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수 있다(may). 확인하여야 

한다(should). 

SY-17 

The success 

criteria for the 

system are 

based on: 

 - Gener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OR 

 - Realist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OR 

 - Plant 

specif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The success criteria for 

the system are based 

on gener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OR 

Conservative treatment 

of system success 

criteria are included in 

the following:  

A review of sequence 

specific conditions 

(e.g., RPV, 

containment, reactor 

building, steam tunnel, 

control room) to ensure 

that system operation is 

not adversely impacted 

due to those conditions 

(e.g., trip signal, 

exhausted inventories, 

unacceptable operating 

conditions). 

As part of the success 

criteria assessment,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success 

criteria change during 

the accident 

The success criteria for 

the system should be 

based on realist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Certain conservative 

success criteria may be 

included in non-risk 

significant sequences 

as follows if they do not 

distort the risk profile:  

A review of sequence 

specific conditions 

(e.g., RPV, 

containment, reactor 

building, steam tunnel, 

control room) should be 

used to ensure that 

system operation is not 

adversely impacted due 

to those conditions 

(e.g., trip signal, 

exhausted inventories, 

unacceptable operating 

conditions). 

As part of the realistic 

success criteria 

assessment there may 

The success criteria for 

the system shall be 

based on Realistic plant 

specif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A review of sequence 

specific conditions 

(e.g., RPV, 

containment, reactor 

building, steam tunnel, 

control room) shall be 

used to ensure that 

system operation is not 

adversely impacted due 

to those conditions 

(e.g., trip signal, 

exhausted inventories, 

unacceptable operating 

conditions). 

As part of the realistic 

success criteria 

assessment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success criteria change 

during the accident 

progression.  This 

aspect of time phase 

analysis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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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progression.  

System success criteria 

consistent with the 

accident sequence 

demands, e.g., number 

of pumps, HRA timing, 

interlocks necessary to 

be bypassed. 

be cases where the 

success criteria change 

during the accident 

progression.  This 

aspect of time phase 

analysis should be 

included for a realistic 

evaluation.  

System success criteria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accident 

sequence demands, 

e.g., number of pumps, 

HRA timing, interlocks 

necessary to be 

bypassed. 

included for a realistic 

evaluation.  

System success criteria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accident sequence 

demands, e.g., number 

of pumps, HRA timing, 

interlocks necessary to 

be bypassed. 

SY-17 

계통의 

성공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근거 

일반적인 

열수력분석 

(gener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실제적인 

열수력분석 

(realist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발전소 

특유의 

열수력분석 

(plant specific 

thermal 

계통의 성공기준은 

일반적인 열수력 분석 

결과에 근거하거나  

계통의 성공기준에 대한 

보수적 처리가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통운전이 특정 

사고조건(예: 정지신호, 

고갈 재고량, 승인불능 

운전조건)에 의해 나쁜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특정 

사고 조건( 예: RPV, 

격납용기, 원자로건물, 

증기터널, 제어실)의 

검토된다. 

성공기준 평가의 한 

부분으로 사고진행동안 

성공기준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계통성공기준은 사고 

계통의 성공기준은 

실제적인 열수력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야 한다. 

성공기준이 risk profile을 

왜곡시키지않는다면 

보수적인 성공기준이 

위험도가 미미한 

사고경위에 포함될 수 

있다.  

계통운전이 특정 

사고조건(예: 정지신호, 

고갈 재고량, 승인불능 

운전조건)에 의해 나쁜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특정 

사고 조건( 예: RPV, 

격납용기, 원자로건물, 

증기터널, 제어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공기준 평가의 한 

부분으로 사고진행동안 

계통의 성공기준은 

실제적인 발전소 고유 

열수력분석에 반듯이 

근거를 두어야 

한다(shall). 

계통운전이 특정 

사고조건(예: 정지신호, 

고갈 재고량, 승인불능 

운전조건)에 의해 나쁜 

영향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도록 특정 

사고 조건( 예: RPV, 

격납용기, 원자로건물, 

증기터널, 제어실)이 

반듯이 검토되어야 

한다(shall)  

성공기준 평가의 한 

부분으로 사고진행동안 

성공기준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시간국면 분석(time 

3 주요 사고경위에 

있어 계통의 

성공기준은 MAAP 

등의 열수력분석 

결과 이용. 대부분은 

일반분석 결과(FSAR, 

설계문서, CE형 원전 

PSA 결과) 이용 하여 

grade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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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hydraulic 

analysis) 

경위 요구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펌프수, HRA 시간, 

우회에 필요한 연동자치  

성공기준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시간국면 분석(time 

phase analysis)의 

이러한 측면이 실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통성공기준은 사고 

경위 요구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펌프수, HRA 시간, 

우회에 필요한 연동장치 

 

phase analysis)의 

이러한 측면이 실제 

평가에 반듯이 

포함되어야 한다(shall). 

계통성공기준은 사고 

경위 요구조건과 반듯이 

일치해야 한다(shall). 

예를 들면 펌프수, HRA 

시간, 우회에 필요한 

연동장치 

SY-18 

The system 

model 

nomenclature is 

developed in a 

consistent 

manner to allow 

model 

manipulation 

and to 

represent the 

same 

designator 

when a 

component 

failure mode is 

used in multiple 

systems or 

trains. 

--- --- The system model 

nomenclature shall be 

developed in a 

consistent manner to 

allow model 

manipulation and to 

represent the same 

designator when a 

component failure 

mode is used in 

multiple systems or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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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18 

기기고장모드가 

다중계통 또는 

다중계열에서 

사용될 경우 

모델 변경과 

동일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일관성 있도록 

계통모델 

명명법이 개발 

 

- 

 

- 

계통모델 명명법은 

기기고장모드가 

다중계통 또는 

다중계열에서 사용될 

경우 모델 변경과 동일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반듯이 일관성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shall) 

4 계통모델 명명법은 

성공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하도록 

설정  

  

SY-19 

The systems 

used in the 

event trees have 

detailed system 

model 

development to 

support them 

unless they are 

generally 

treated with 

point estimate 

values, e.g.: 

SRVs (for BWRs) 

RPS 

Diesel Generators 

Switchyard 

The following 

impact on 

Grades is 

suggested for 

the above 

sample items:  

- Point Estimates 

- Conditional 

The systems used in 

the event trees have 

reduced level of details 

in some system models 

compared with the level 

of detail expected for 

Grade 3. 

The systems used in 

the event trees should 

have detailed system 

model development to 

support them. 

Exceptions may 

include: 

SRVs (for BWRs) 

RPS 

Diesel Generators 

 Switchyard 

 

The systems used in 

the event trees shall 

have detailed system 

model development to 

support them. 

Exceptions may 

include: 

SRVs (for BWRs) 

RPS 

Diesel Generators 

 Switch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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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Probabilities 

   (Split 

Fractions) 

- Linked Fault 

Trees or Cutsets 

SY-19 

사건수목에 

사용된 계통은 

일반적으로 

점추정치로 

처리(예: RPS  

Diesel 

Generators 

Switchyard )되

지 않으면, 

계통을 자세히 

모델한다:  

 

위의 예제에 

대해 Grades에 

대한 다음 

영향이 

제안된다:  

점추정  

조건부 

확률(Split 

Fractions)  

연결 FT 또는 

단절집합 

사건수목에 사용된 

계통은 Grade 3에서 

예상되는 상세성 정도와 

비교하여 몇몇 계통 

모델은 상세성 정도가 

낮다 

사건수목에 사용된 

계통은 그 계통을 

보조하는 상세 계통 

모델링을 갖고 있어야 

한다(should).          

예외는 다음과 같다.       

SRVs (for BWRs)       

RPS 

Diesel Generators      

Switchyard 

사건수목에 사용된 

계통은 그 계통을 

보조하는 상세 계통 

모델링을 갖고 있어야 

한다(shall). 

예외는 다음과 같다.       

SRVs (for BWRs)       

RPS 

Diesel Generators      

Switchyard 

4 보조계통 대부분 

상세 모델링 하기에 

grade 4 평가  

  

SY-20 

The system 

models are 

used to quantify 

the accident 

sequences by:   

The system models are 

used to quantify the 

accident sequences by:  

 - Point Estimates Only 

The system models are 

used to quantify the 

accident sequences by 

Conditional Probabilities 

(Split Fractions)  

Linked Fault Trees or 

The system models are 

used to quantify the 

accident sequences by 

Conditional Probabilities 

(Split Fractions)  

Linked Fault Tre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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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Point 

Estimates Only 

 -

 Conditional 

Probabilities 

(Split  

  Fractions) 

 - Linked 

Fault Trees or 

Cut Sets 

Cut Sets Cut Sets 

SY-20 

사고경위 

정량화위해 

사용된  

계통모델은 

다음과 같이 

사용:  

오직 

점추정치  

조건부확률(s

plit fractions) 

연결 FT 또는 

단절집합  

사고경위 정량화위해 

사용된  계통모델은 

다음과 같이 사용: 

오직 점추정치 

사고경위 정량화위해 

사용된  계통모델은 

다음과 같이 사용: 

조건부확률(split 

fractions) 

연결 FT 또는 

단절집합 

사고경위 정량화위해 

사용된  계통모델은 

다음과 같이 사용: 

조건부확률(split 

fractions) 

연결 FT 또는 

단절집합 

4 사고경위 정량화 

위해 연결 FT(risk 

monior) 사용 또는 

단절집합  

  

SY-21 

The impact of 

the system 

model on 

initiating events 

has been 

examined (see 

also IE-10, IE-

17) 

--- The impact of the 

system model on 

initiating events should 

be examined (see also 

IE-10, IE-17) and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in a 

realistic manner. 

The impact of the 

system model on 

initiating events shall be 

examined (see also IE-

10, IE-17) and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in a realistic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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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21 

계통모델이 

초기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 (IE-10,17) 

 

- 

계통모델이 초기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여야 하며,  (IE-

10,17) 모델에 실제적인 

방법 (realistic 

manner)으로 반영되어야 

한다(should). 

계통모델이 초기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하여야 하며, (IE-

10,17) 계통모델에 

실제적인 방법 (realistic 

manner)으로 모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shall). 

2 계통모델이 

초기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현재 모델에 

반영되어 있으나 

상세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음  

체계적으로 영향 

검토하여 분석에 

반영  

 

SY-22 

The 

assumptions for 

the system logic 

model are 

identified 

The assumptions for the 

system logic model 

should be identified, 

however, the 

assumptions are not 

easily traceable to the 

model or to a 

reasonable basis. 

The assumptions for the 

system logic model 

should be identified. 

The assumptions for the 

system logic model 

shall be identified. 

    

SY-22 

계통논리모델(sy

stem logic 

model)에 대한 

가정사항 파악  

계통논리모델(system 

logic model)에 대한 

가정사항들이 

파악되어야 

하나(should),  그 

가정사항들은 모델이나 

기본자료에서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계통논리모델(system 

logic model)에 대한 

가정사항들이 

파악되어야 

한다(should). 

계통논리모델(system 

logic model)에 대한 

가정사항들이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shall). 

3 계통논리모델에 대한 

가정 사항들이 

대부분 파악되어 

있다.   

  

SY-23 

The system 

operation under 

accident 

conditions is 

identified in the 

system 

notebook 

The system operation 

under accident 

conditions should be 

identified in the system 

notebook and may b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in a conservative 

manner. 

The system operation 

under accident 

conditions should be 

identified in the system 

notebook and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in a realistic 

manner. 

The system operation 

under accident 

conditions shall be 

identified in the system 

notebook and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odel in a realistic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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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23 

사고상황에서의 

계통운전이 

SYSTEM 

NOTEBOOK에 

파악 

사고상황에서의 

계통운전이 SYSTEM 

NOTEBOOK에 

파악되어야 

하며(should), 보수적인 

방식으로 모델에 반영될 

수 있다(may). 

사고상황에서의 

계통운전이 SYSTEM 

NOTEBOOK에 

파악되어야 

하며(should), 실제적인 

방법으로 모델에 

반영되어야 

한다(should). 

사고상황에서의 

계통운전이 SYSTEM 

NOTEBOOK에 반드시 

파악되어야 하며(shall), 

실제적인 방법으로 

모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should). 

3 사고상황에서의 

계통운전은 

계통설계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상은 안되 있음. 

하지만 이들 정보는 

사고경위 분석 

과정에 포함    

   사고경위에 

포함되 

있는 것을 

갖고 평가  

현재의 

계통분석 

기술 내용 

변경 필요  

SY-24 

System/compon

ent repair and 

recovery actions 

and modeling, if 

used, are 

identified and 

documented 

(see also QU-

18) 

System/component 

repair and recovery 

actions and modeling, if 

used, should be 

identified and 

documented (see also 

QU-18) 

Conservative 

evaluations of impacts 

on systems are part of 

the model. 

System/component 

repair and recovery 

actions and modeling, if 

used, should be 

identified and 

documented (see also 

QU-18) 

Conservative 

evaluations should not 

distort the CDF, LERF, 

or the risk profile. 

System/component 

repair and recovery 

actions and modeling, if 

used, shall be identified 

and documented (see 

also QU-18) 

Conservative 

evaluations should be 

avoided.  This may 

require substantial 

deterministic 

evaluations. 

    

SY-24 

계통/기기의  

보수 및 

회복조치, 

모델링이 

파악되었으며  

문서화 (QU-18) 

만일 사용되었다면, 

계통/기기의 보수 및 

회복조치와 모델링이 

파악되었으며(should),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should). (QU-18) 

계통에 미치는 영향의  

보수적인 평가가 모델의 

부분일 수 있다. 

만일 사용되었다면, 

계통/기기의 보수 및 

회복조치와 모델링이 

파악되었으며(should),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should). (QU-18) 

보수적인 평가가 

CDF,LERF, risk 

profile을 

왜곡시켜서는 

안된다(should). 

만일 사용되었다면, 

계통/기기의 보수 및 

회복조치와 모델링이 

반듯이 파악되고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shall). (QU-18) 

보수적인 평가는 

피해야한다(should). 

이러한 것은 상당한 

결정론적 평가를 필요로 

할수도 있다. 

3 직접적인 회복행위는 

별도로 없음. 상위 

수준에서 CST 

보충에 대한 행위를 

회복행위로 보면 

이에 대한 모델링은 

타당하고, 근거있게 

되어 있으며 

문서화가 잘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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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25 

DOCUMENTATI

ON 

Reflects the 

process used 

--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SY-4 through 

SY-24. 

The documentation 

should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SY-4 through 

SY-24.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SY-25 

DOCUMENTATI

ON 

사용 과정 반영  

-  SY-4부터 SY-24까지의 

각각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근거가 문서화 

되야 한다(should).   

문서화는 과정과 

일차하는 결과는 

기술되어야 

한다(should). 

SY-4부터 SY-24까지의 

각각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근거가 반듯이 

문서화 되야 한다(shall).   

문서화는 과정과 

일차하는 결과는 반듯이 

기술되어야 한다(shall). 

2 모델링에서 제외한 

근거(예: 4개의 펌프 

CCF 모델링 안한 

근거 등 ) 등이 

제대로 문서화 

안되었기에 2등급 

평가   

기기 모델링 안한 

근거, 임무시간동안의 

재고량 등에 대한 

기술 필요. 

계통분석 

문서화 

측면에서  

변경 필요 

– 운전관련 

사항, 

사고시의 

공간적/환

경적 위해 

요인 .  

SY-26 

Includes an 

independent 

review for the 

documented 

results 

The system analysis 

should be reviewed. 

Independent review of 

documented results is 

one of the pillars on 

which the integrity and 

quality of engineering 

work rests.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PSA 

model, it is desirable to 

have a thorough 

independent review of 

the system modeling.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such as the 

Independent review of 

documented results is 

one of the pillars on 

which the integrity and 

quality of engineering 

work rests.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PSA 

model, it is desirable to 

have a thorough 

independent review of 

the system analysis 

modeling. 

Independent review 

shall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such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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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stem engineer. 

Guidance for modeling 

systems, such as 

naming conventions or 

standard component 

failure modes, should 

be included in the 

guidance and 

documentation. 

system engineer. 

Guidance for modeling 

systems, such as 

naming conventions or 

standard component 

failure modes, shall be 

included in the 

guidance and 

documentation. 

SY-26 

문서화된 

결과물에 대한 

독립검토 수행 

포함 

계통분석은 검토되어야 

한다(should). 

문서화된 결과물의 독립 

검토는 공학적인 업무의 

건전성과 품질이 

의존하는 중요사항중의 

하나이다. PSA 모델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통모델의 철저한 독립 

검토가 바람직하다.  

계통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문서화해야 

한다(should).             

이름 명명, 또는 

기기고장모드 같은 계통 

모델링에 관한 지침이 

지침서와  문서화에 

포함되어야 

한다(should). 

 문서화된 결과물의 

독립 검토는 공학적인 

업무의 건전성과 품질이 

의존하는 중요사항중의 

하나이다. PSA 모델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통모델의 철저한 독립 

검토가 바람직하다.  

계통엔지니어와 같은 

전문가로 하여금 

독립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반듯이 문서화해야 

한다(shall).               

이름 명명, 또는 

기기고장모드 같은 계통 

모델링에 관한 지침이 

지침서와  문서화에 

반듯이 포함되어야 

한다(shall). 

3 IAEA peer review를 

거쳤기에 grade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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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SY-27 

Provides the 

basis of the 

system model 

and is traceable 

to plant specific 

or generic 

analysis 

Documentation reflects 

the general process 

features.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system analysis 

proces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system analysis 

process. 

    

SY-27 

계통모델에 관한 

기본사항들이 

문서화 되어 

있으며, 추적 

가능 

계통분석의 일반적인 

과정이 문서화 되어 

있다. 

문서화를 통해 

계통분석 과정에 대한 

근거가 제공되어야 

한다(should). 

문서화를 통해 

계통분석 과정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shall). 

3 계통분석 과정에 

대한 근거가 

가정사항이나 

계통기술 등에 

어느정도 제공되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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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5. 데이터 분석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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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DA-1 

GUIDANCE 

Describes the 

process used 

General description of 

the data analysis is 

provided. 

The data guidance 

document provides 

general guidance on 

the selection of generic 

data from industry 

sources. 

The treatment of 

rectification in the data 

analysis should have 

clear guidance. 

Guidance should be 

provided on the 

development of the 

disallowed 

maintenance or 

mutually exclusive 

maintenance file.  

The documentation of 

the data analysis should 

be sufficiently well 

described in the 

documented results to 

act as guidance for 

future updates and 

revisions. 

The document should 

provide guidance on the 

use of plant specific 

data, common cause 

data and methods, and 

the selection of generic 

data from industry 

sources. 

The document should 

provide guidance in the 

assignment of the proper 

error factor to assign for 

particular component 

failure rates when the 

error factors are not 

provided in the 

reference. 

The document should 

provide guidance on 

data compilation and 

interpretation, 

component boundaries, 

Bayesian approach, and 

examples. 

The treatment of 

rectification in the data 

analysis should be 

clearly stated. 

A specific guidance 

document should be 

available that specifies 

the process for data 

analysis including the 

updating process. 

Guidance on the 

incorporation of plant 

specific data into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component 

failure rates, and 

common cause data 

shall be provided. 

The data guidance 

document shall provide 

guidance on the 

selection of generic 

data from industry 

sources. 

The data guidance 

document may provide 

guidance in the 

assignment of the 

proper error factor to 

assign for particular 

component failure rates 

when the error factors 

are not provided in the 

reference. 

The data guidance 

document should 

include direction on 

data compilation and 

interpretation, 

component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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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Guidance should be 

provided on the 

development of the 

disallowed maintenance 

or mutually exclusive 

maintenance file. 

Bayesian approach, and 

examples. 

A description of the 

overall process used for 

selecting and applying 

data should be 

provided. 

The treatment of 

rectification in the data 

analysis should have 

clear guidance. 

Guidance should be 

provided on the 

development of the 

disallowed maintenance 

or mutually exclusive 

maintenance file. 

DA-1 

지침 

과정 설명 

자료 분석에 대한 

일반적 설명 제공 

자료분석 지침서는 

산업계 자료에서 일반 

데이터의 선택에 대한 

일반 지침을 제공. 

자료 분석에서 데이터의 

조정(rectification)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도록 한다.  

지침은 허용되지 않는 

보수나, 공동으로 

배타적인 보수 파일의 

개발에 제공되도록 

한다.   

자료 분석에 대한 문서는 

작성된 결과가 향후 

갱신과 개정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자료분석 지침서는 대상 

발전소 자료, 공통원인 

자료, 방법과 산업계 

자료로부터 일반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오차 인자가 참고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 문서에서 특정 기기의 

고장율에 대한 적절한 

오차인자를 할당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데이터 편집과 해석, 기기 

경계, 베이지안 접근 

방법에 대한 지침과 예를 

갱신과정을 포함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특정지은 특정 

지침서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대상 발전소 데이터를 

초기사건 빈도, 기기 

고장율, ccf 데이터에 

통합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지침서는 대상 

발전소 자료, 공통원인 

자료, 방법과 산업계 

자료로부터 일반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오차 인자가 참고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 문서에서 특정 

기기의 고장율에 대한 

적절한 오차인자를 

2 6장에 GDB, CCF, 

HRA에 대해 기술 

일반적인 지침은 

있으나 명확하게 따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음 

지침서 수준의 

설명으로는 

부족한것으로 판단됨 

전체적인 Data 

처리에 대한 절차서의 

개발 필요. 

CCF 분석 절차 확립 

필요 

DB과제에서 수행한 

분석 결과를 

Bayesian 처리하여 

사용하는 절차의 기술 

필요 

절차서 

정리 

정도에 

따라  

4등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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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문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데이터 분석에서 조정 

처리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도록 한다.  

허용되지 않는 보수나 

공동으로 배타적인 보수 

파일의 개발에 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할당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도 된다. 

데이터 지침서에 데이터 

통합 방향과 데이터 

해석, 기기 경계, 

베이지안 방법과 예를 

포함하도록 한다. 

데이터를 선정하고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 

전체적인 과정 설명을 

제공하도록 한다.  

데이터 분석에서 조정 

처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가지도록 한다. 

허용되지 않는 보수나 

공동으로 배타적인 보수 

파일의 개발에 지침을 

제공하도록 한다. 

DA-2 

Consistent with 

industry 

practices 

General adherence to 

accepted industry 

approaches is 

included. 

The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performing the data 

analysis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The guidance for data 

analysis should be 

complete and detail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DA-2 

산업계 실례와의 

일치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사용해 온 방법 포함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입증된 

방법들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침은 완벽하고 

상세하도록 하며, 입증된 

방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일반적 산업계 사용 

방법을 따르고 있다. 

 대상 

발전소의 

DA와 

Bayesian 

통계처리에 

대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DA-3 Documentation or The documentation or The guidance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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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Sufficient detail 

provided for 

reproducing the 

evaluation 

separate specific 

guidance may be 

available to describe 

general approaches 

used. The general 

description is sufficient 

to convince the 

reviewers that the 

process could be 

repeated with similar 

results.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eans to obtain 

equivalent results. 

sufficiently detailed to 

reproduce the results. 

DA-3 

· 재계산을 위해 

충분한 상세성 

제공  

문서나 특정 지침을 

사용된 일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해도 

된다. 일반적 설명은 

검토자가 그 과정을 

사용하여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문서나 특정 지침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도록 

한다.  

지침은 결과를 재생산할 

정도로 상세해야 한다.   

2     

DA-4 

FAILURE 

PROBABILITIES 

The random 

independent 

component 

failure 

probability data 

used in the 

evaluation are 

based on 

generic data 

sources that 

may be 

conservative. 

OR 

The random 

independent 

component 

The random 

independent 

component failure 

probability data used in 

the evaluation are 

based on generic data 

sources that may be 

conservative. 

The use of generic data 

should involve the use 

of reasonable generic 

data sources that 

represent recent 

nuclear power 

experience, if available. 

The definition of 

component failures 

should encompass only 

those failures that 

The random independent 

component failure should 

be realistic compared 

with past generic data 

evaluations at least for 

dominant contributors 

unless sufficient plant 

specific evidence is 

available to the contrary. 

The use of generic data 

should involve the use of 

reasonable generic data 

sources that represent 

recent nuclear power 

experience, if available. 

The definition of 

component failures 

should encompass only 

those failures that would 

The random 

independent component 

failure probability data 

used in the evaluation 

and where it and be 

justified shall be based 

on accumulated plant 

specific experience; 

otherwise, realistic 

generic data is used. 

The plant specific data 

evaluation should be 

based on a plant 

specific Bayesian 

update of accumulated 

industry experience for 

similar components. 

The definition of 

component failures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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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failure 

probabilities are 

realistic 

compared with 

past generic 

data evaluations 

at least for 

dominant 

contributors. 

OR 

The random 

independent 

component 

failure 

probability data 

used in the 

evaluation and 

where it can be 

justified is 

based on 

accumulated 

plant specific 

experience; 

otherwise, 

realistic generic 

data is used. 

would disable the 

component function 

over the PRA mission 

time. 

disable the component 

function over the PRA 

mission time. 

encompass only those 

failures that would 

disable the component 

function over the PRA 

mission time. 

DA-4 

고장 확률 

· 계산에 사용된 

임의의 독립적인 

기기 고장확률은 

보수적인 일반 

자료 정보에 

근거 

·  임의의 

독립적인 기기 

고장확률은 

지배적인 영향 

계산에 사용된 임의의 

독립적인 기기 

고장확률은 보수적인 

일반 자료 정보에 근거 

일반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이용 

가능하다면 최근의 

발전소 경험을 표현하는 

적절한 일반 자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기기 고장의 정의는 

이용 가능한 대상 

발전소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배적인 영향인자에 

대한 임의의 독립적인 

기기 고장확률은 과거 

일반자료 계산과 

비교하여 실제적이도록 

한다.  

보수적인 일반 자료 

정보에 근거한 

일반데이터를 

계산에 사용되고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  

임의의 독립적인 기기 

고장확률은 축적된  대상 

발전소 이력에 근거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일반 자료를 

사용 

대상 발전소 데이터 

평가는 유사 기기에 대한 

산업계의 축적된 경험을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한 

3 RM 모델에서는 

random failure prb.를 

대상 발전소 

경험자료를 이용하여 

Bayesian 

통계처리하여 구함. 

그러나 아직 모든 

data가 update 

되지는 않았음. 

지배적인 영향 인자에 

대한 검토하지 않음. 

 DB 과제의 

결과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산업계 

경험으로부

터 나온 

일반 

데이터로 

보충하면 

대체적으로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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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인자에 대해서는 

과거 일반 자료 

평가와 비교하면 

실제적이다.  

·  계산에 

사용되고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  임의의 

독립적인 기기 

고장확률은 

축적된  대상 

발전소 이력에 

근거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일반 

자료를 사용  

PRA에서의 임무수행 

시간 동안 기기 기능의 

사용을 저해하는 

고장만을 포함하도록 

한다.  

특정 위험도 순위 

결정을 위해 보조할 

경우 몇몇의 제한된 

대상 발전소 데이터가 

PRA에 합쳐진다. 이런 

데이터 분석은 위험도 

정보 결정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사용하더라도 이용 

가능하다면 최근의 

발전소 경험을 표현하는 

적절한 일반 자료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기기 고장의 정의는 

PRA에서의 임무수행 

시간 동안 기기 기능의 

사용을 저해하는 

고장만을 포함하도록 

한다. 

데이터 분석에서 조정 

처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가지도록 한다. 

특정 위험도 순위 결정을 

위해 보조할 경우 몇몇의 

제한된 대상 발전소 

데이터가 PRA에 

합쳐진다. 이런 데이터 

분석은 위험도 정보 결정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FV 중요도가 높은 SSC에 

대해 대상 발전소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갱신에 근거하도록 한다.   

기기 고장의 정의는 

PRA에서의 임무수행 

시간 동안 기기 기능의 

사용을 저해하는 

고장만을 포함하도록 

한다. 

대상 발전소의 자료 수집 

시에는 전체 요구에 대한 

성공 또는 적절한 평가 

자료와 연결된 기기 

고장을 포함해야 한다.  

기기의 제한된 운전 

시간으로 인해 운전 중 

고장율은 수집이 어렵다. 

그러므로 대상 발전소에 

대한 평가는 실제적이지 

않아도 된다.  

자료수집 기간은 

분석되는 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전된 기간과 

일치하도록 한다. 

데이터 분석에서 조정 

처리는 실제적이고 

작성된 사항에 

근거하도록 한다.   

대상 발전소 자료가 

필요한 기기의 선정은 

언급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e.g., RAW > 2 or 

FV > 0.005. 

것으로 

기대됨. 

DA-5 

For plant 

specific data 

development, 

similar 

components 

have been 

  Grouping of components 

for data collection 

purposes should for the 

following: 

ㆍSize 

ㆍService condition 

ㆍFrequency of demands 

Grouping of 

components for data 

collection purposes 

shall for the following: 

ㆍSize 

ㆍService condition 

ㆍFrequ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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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grouped 

together in a 

reasonable 

manner and the 

grouping is 

supported by 

the 

documentation. 

ㆍEnvironmental 

condition 

The groups should be 

sufficiently similar to 

justify the derivation of 

plant specific data. 

The component 

boundary should be 

explicitly defined such 

that the PRA model, the 

data collection, the use 

of common cause BETA 

or MGL factors, and the 

use of generic data for 

Bayesian update are all 

consistent.  

demands 

ㆍEnvironmental 

condition 

The groups shall be 

sufficiently similar to 

justify the derivation of 

plant specific data. 

The component 

boundary shall be 

explicitly defined such 

that the PRA model, the 

data collection, the use 

of common cause BETA 

or MGL factors, and the 

use of generic data for 

Bayesian update are all 

consistent.  

DA-5 

· 대상 발전소 

데이터  

개발을 위해, 

유사 기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분류 

방법은 문서에서 

보조한다.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기기의 분류에서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도록 

한다: 

· 사이즈(Size) 

· Service condition 

· 요구 빈도 

· 환경적 상태 

대상 발전소 데이터의 

유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분류군은 유사하도록 

한다.   

기기 경계는 PRA 모델, 

데이터 수집, BETA  또는  

MGL factors를 이용한 

ccf , 베이지안 갱신에 

대한 일반 자료의 사용 

시와 일치하도록 명확히 

정의한다.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기기의 분류에서는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 사이즈(Size) 

· Service condition 

· 요구 빈도 

· 환경적 상태 

대상 발전소 데이터의 

유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분류군은 유사해야 한다. 

PRA 모델, 데이터 수집, 

BETA  또는  MGL 

factors를 이용한 ccf , 

베이지안 갱신에 대한 

일반 자료의 사용 시와 

일치해야 하는 기기 

경계는 명확히 정의한다. 

3 RM모델의 경우, 

기계류에 대해서는 

중장기 2단계 DB 

과제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I&C기기는 

KAERI/TR-2166, 

2164, 2165/2002에 

있는 plant-specific 

experience 사용 

   

DA-6 

For basic events 

  Surveillance test intervals 

identified in maintenance 

Surveillance test 

intervals identifi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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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derived using 

standby failure 

rate data, the 

plant specific 

surveillance test 

intervals have 

been identified 

and used in the 

analysis. 

procedures or 

surveillance test 

requirements should be 

used to estimate the 

intervals between 

component testing. 

For components not 

normally tested or tested 

at relatively long 

intervals, the demand 

failure rates from generic 

data sources may not be 

appropriate. To account 

for the longer 

surveillance intervals, a 

standby failure rate ( /hr) 

and the approximation λ 

T/2 for the failure 

probability should be 

used. 

maintenance 

procedures or 

surveillance test 

requirements shall be 

used to estimate the 

intervals between 

component testing and 

this evaluation shall be 

augmented by 

confirmation of these 

results with plant staff. 

For components not 

normally tested or 

tested at relatively long 

intervals, the demand 

failure rates from 

generic data sources 

may not be appropriate. 

To account for the 

longer surveillance 

intervals, a standby 

failure rate ( /hr) and the 

approximation λ T/2 for 

the failure probability 

should be used. 

DA-6 

· 대기 중 고장 

자료를 이용하여 

유도한 

기본사건에 대해, 

대상 발전소의 

surveillance 

시험 간격을 

확인하여 분석에 

사용.   

  보수 절차서와 

surveillance 시험 

요건에서 확인한 

Surveillance 시험 간격을 

기기 시험 사이의 간격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   

정상적으로 시험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긴 

시간 간격으로 시험된 

기기에 대해, 일반 

자료원에서 얻은 요구 시 

고장율은 적절하지 않을 

보수 절차서와 

surveillance 시험 

요건에서 확인한 

Surveillance 시험 

간격을 기기 시험 사이의 

간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이 평가 

결과는 발전소 운영 

요원의 확인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시험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긴 

시간 간격으로 시험된 

3 I&C 기기는 SR 확인, 

현장 계통 검사 

절차서 확인 현장 

시험 담당자 인터뷰 

및 시험시간 확인   

일반 안전 관련 

기기에 대해 각 계통 

담당자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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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수도 있다. 보다 긴 

surveillance 간격을 

설명하기 위해, 대기 중 

고장율( / hr)과 대략적인 

고장확률 λ T/2를 

이용하도록 한다. 

기기에 대해, 일반 

자료원에서 얻은 요구 시 

고장율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다 긴 

surveillance 간격을 

설명하기 위해, 대기 중 

고장율( / hr)과 대략적인 

고장확률 λ T/2를 

이용하도록 한다. 

DA-7 

SYSTEM/TRAIN 

MAINTENANCE 

UNAVAILBILITIE

S 

The system/train 

maintenance 

unavailabilities 

are derived 

based on 

generic data 

sources. 

OR 

The 

maintenance 

unavailabilities 

reflect plant 

specific 

practices and 

are reasonable 

or are higher 

than the 

projected 

maintenance 

goals used by 

the utility. 

OR 

The system/train 

maintenance 

The maintenance 

unavailabilities reflect 

plant specific practices 

and should be 

reasonable or higher 

than the projected 

Maintenance Rule goals 

used by the utility. 

The disallowed 

maintenance (or 

mutually exclusive) file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plant 

Technical 

Specifications or 

procedures. 

The system/train 

maintenance 

unavailabilities should be 

derived based on plant 

specific data 

representing the as-

built, as-operated plant. 

The use of vendor 

databases should be 

avoided. 

The disallowed 

maintenance (or mutually 

exclusive) file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plant Technical 

Specifications or 

procedures. 

The system/train 

maintenance 

unavailabilities shall be 

derived based on plant 

specific data 

representing the as-

built, as-operated plant. 

The use of vendor 

databases should be 

avoided. 

The disallowed 

maintenance (or 

mutually exclusive) file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plant 

Technical Specifications 

or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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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unavailabilities 

are derived 

based on plant 

specific data. 

DA-7 

계통 또는 

계열의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 

· 계통 또는 

계열의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는 

일반 자료원을 

근거로 유도  

·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는 

대상 발전소의 

실례를 반영하고 

타당성이 있거나 

발전 사업자가 

사용하는 보수 

목표치보다 높다.  

· 계통 또는 

계열의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는 

대상 발전소 

자료를 근거로 

유도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는 대상 

발전소 실례를 반영하고 

타당성이 있도록 하거나 

발전 사업자가 사용하는 

정비규정의 목표치보다 

높도록 한다. 

발전소의 기술지침서나 

절차서를 근거로 

허용되지 않는 보수 

파일을 개발하도록 

한다.  

계통 또는 계열의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는 

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전된 상태를 보여주는 

대상 발전소 자료에 

근거하여 유도하도록 

한다.  

설비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의 사용을 

회피하도록 한다 

발전소의 기술지침서나 

절차서를 근거로 

허용되지 않는 보수 

파일을 개발하도록 한다. 

계통 또는 계열의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는 

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전된 상태를 보여주는 

대상 발전소 자료에 

근거하여 유도해야 한다.  

설비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의 사용을 

회피하도록 한다 

발전소의 기술지침서나 

절차서를 근거로 

허용되지 않는 보수 

파일을 개발하도록 한다. 

3 RM 모델의 T&M 

이용불능도는 plant-

specific 경험 반영함. 

허용되지 않는 보수 

파일은 모두 

기술지침서에 기초함. 

I&C의 경우는 

기술지침서와 시험 

절차서 특성가지 

반영함. 

그러나 우리 Plant 

자료를 이용하여 

OOS 시간 정리하기 

힘듦.  

합리적 OOS 시간 

자료 사용  

현재 국내 

수준에서는 

만족시키기 

어려움 

DA-8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The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are 

referenced to 

acceptable data 

The CCF data should 

reference a reasonable 

CCF data source. The 

latest NRC compilation 

of CCF probabilities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available CCF 

assessment. (See 

NUREG/CR-6268) 

The CCF data should 

reference an up to date 

source, e.g., the NRC 

INEL report. This latest 

NRC compilation of CCF 

probabilities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available CCF 

assessment. (See 

The CCF data should 

reference an up to date 

source, e.g., the NRC 

INEL report. This latest 

NRC compilation of CCF 

probabilities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available CCF 

assessment.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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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sources. The component 

boundarie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common cause data 

used to characterize 

the component. 

NUREG/CR-6268) 

The component 

boundarie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common cause data 

used to characterize the 

component. 

NUREG/CR-6268) 

The component 

boundary should be 

explicitly defined such 

that the PRA model, the 

data collection, the use 

of common cause BETA 

or MGL factors, and the 

use of generic and plant 

specific data for 

Bayesian update are all 

consistent. 

DA-8 

공통원인 

고장확률  

· 공통원인 

고장확률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를 

참고 (2) 

CCF data는 적절한 

CCF 자료원을 

참고하도록 한다. 최근 

NRC가 통합한 

CCF확률은 CCF 평가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고려된다. (NUREG/CR-

6268)  

기기 경계는 기기의 

특성 묘사를 위해 

사용한 공통원인 자료와 

일치하도록 한다.   

CCF data로는 NRC INEL 

report와 같은 현재까지의 

자료를 참고하도록 한다. 

최근 NRC가 통합한 

CCF확률은 CCF 평가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고려된다. (NUREG/CR-

6268)  

기기 경계는 기기의 특성 

묘사를 위해 사용한 

공통원인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CCF data로는 NRC INEL 

report와 같은 

현재까지의 자료를 

참고하도록 한다. 

최근 NRC가 통합한 

CCF확률은 CCF 평가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고려된다. 

기기 경계는 PRA 모델, 

데이터 수집, CCF, 

그리고 일반 자료와 대상 

발전소 자료의 베이지안 

갱신과 같은 모든 경계가 

일치하도록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한다.    

2 CCF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주로 EPRI 

URD KAG를 사용함. 

이 자료는 추천된 

INEL자료보다 질이 

약간 낮다고 판단.  

적절한 자료원을 

근거로 한 CCF 

재평가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적절한 

자료원의 

선정 필요 

DA-9 

The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are 

realistic based 

on generic data 

source 

comparisons. 

  Mostly realistic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and 

modeling should be used 

consistent with available 

data. 

Common cause failure 

modes of "fail to run" 

and "fail to start" should 

be applied as 

appropriate and as 

Realistic estimates of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shall be 

used including plant 

specific mapping of 

failure modes. 

Common cause failure 

modes of "fail to run" 

and "fail to start" shall 

be applied as 

appropriate and as 

        



 163

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available data would 

support. 

available data would 

support. 

DA-9 

· CCF고장 

확률은 일반 

자료원의 비교에  

기반하여 

실제적이다.  

  대체적으로 실제적인 

CCF 고장 확률은 

일치하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fail to run”과 “fail to 

start” 공통원인 

고장모드는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적용하도록 한다.  

공통원인 고장확률의 

실제 평가치는 대상 

발전소의 고장모드 

대응을 포함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fail to run”과 “fail to 

start” 공통원인 

고장모드는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적용해야 한다  

3 부록의 CCF 기술 

부분에 CCF 사건 

확률은 고장 모드별로 

U34 에 맞게 

mapping up & down 

에 따라 impact 

analysis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CCF 분석을 

하도록 노력함.  

  

DA-10 

Common cause 

groups to which 

the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y 

applies have 

been derived 

based on sound 

judgment and 

are 

documented. 

Common cause groups 

should be established 

using a logical, 

systematic process that 

considers similarity in: 

ㆍservice conditions 

(standby vs. running) 

ㆍenvironment 

ㆍdesign 

ㆍmaintenance 

ㆍlubrication 

ㆍfuel 

ㆍspatial interactions 

Common cause groups 

shall be established 

using a logical, 

systematic process that 

considers similarity in: 

ㆍservice conditions 

(standby vs. running) 

ㆍenvironment 

ㆍdesign 

ㆍmaintenance 

ㆍlubrication 

ㆍfuel 

ㆍspatial interactions 

Common cause groups 

shall be established 

using a logical, 

systematic process that 

considers similarity in: 

ㆍservice conditions 

(standby vs. running) 

ㆍenvironment 

ㆍdesign 

ㆍmaintenance 

ㆍlubrication 

ㆍfuel 

ㆍspatial interactions 

        

DA-10 

· 공통원인 고장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공통원인 

분류군을 

전문가의 

판단으로 

유도하고 문서로 

작성한다.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고려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공통원인 

분류균을 수립하도록 

한다:  

· 운전 상태(대기 또는 

운전) 

· 환경 

· 설계 

· 보수 

· 윤활(lubrication)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고려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공통원인 

분류균을 수립해야 한다: 

· 운전 상태(대기 또는 

운전) 

· 환경 

· 설계 

· 보수 

· 윤활(lubrication) 

· 연료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고려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고려하여 공통원인 

분류균을 수립해야 한다: 

· 운전 상태(대기 또는 

운전) 

· 환경 

· 설계 

· 보수 

· 윤활(lubrication) 

· 연료 

2 6장과 부록의 CCF 

기술 부분 참조 

NUREG/CR-4780을 

CCF 분석 시에 참고 

자료로 활용. 

  

공통원인 고장 분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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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 연료 

· 공간적 상호작용 

· 공간적 상호작용 · 공간적 상호작용 

DA-11 

Justification is 

provided for 

treatment of 

common cause 

failure of on-

site AC sources 

that include 

consideration 

of: 

−Design 

diversity 

-Common 

maintenance 

crews 

-Common I&C 

technicians 

-Similarity of 

procedures 

-Common fuel 

oil 

-Common lube 

oil 

-Common 

heating/cooling 

designs 

The consideration of 

CCF of on-site AC 

power sources should 

specifically address all 

the on-site diesels in 

detail. While there may 

be design diversity, 

there are important 

CCF considerations 

remaining including: 

ㆍCommon 

maintenance crews 

ㆍCommon I&C Techs. 

ㆍSimilarity of 

Procedures 

ㆍCommon fuel oil 

ㆍCommon lube oil 

ㆍPossible similarity of 

heating/ cooling loops 

ㆍTesting similarities 

(e.g., unloaded) 

The consideration of 

CCF of on-site AC 

power sources should 

specifically address all 

the on-site diesels in 

detail. While there may 

be design diversity, there 

are important CCF 

considerations remaining 

including: 

ㆍCommon maintenance 

crews 

ㆍCommon I&C Techs. 

ㆍSimilarity of 

Procedures 

ㆍCommon fuel oil 

ㆍCommon lube oil 

ㆍPossible similarity of 

heating/ cooling loops 

ㆍTesting similarities 

(e.g., unloaded) 

The consideration of 

CCF of on-site AC 

power sources shall 

specifically address all 

the on-site diesels in 

detail. While there may 

be design diversity, 

there are important CCF 

considerations 

remaining including: 

ㆍCommon maintenance 

crews 

ㆍCommon I&C Techs. 

ㆍSimilarity of 

Procedures 

ㆍCommon fuel oil 

ㆍCommon lube oil 

ㆍPossible similarity of 

heating/ cooling loops 

ㆍTesting similarities 

(e.g., unloaded) 

The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y for all 

on-site diesels shall 

include a quantitative 

assessment that shall 

be reflected in the PRA 

model. 

        

DA-11 

· 다음 사항의 

고려를 포함한 

소내 AC 원에 

대한 공통원인 

고장의 처리를 

위한 타당성 

입증 제공: 

소내 AC 전원의 CCF 

고려는 특별히 소내의 

모든 디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다양한 설계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CCF인자가 있다 

Grade 2와 동일 소내 AC 전원의 CCF 

고려는  

특별히 소내의 모든 

디젤에 대해 자세히 

언급해야 한다.   

다양한 설계가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CCF인자가 있다 

3 보고서 6장과 부록의 

CCF 부분에 기술 

2대의 EDG간의 

CCF와 EDG와 

AAC간의 CCF의 

Factor를 고려하여 

CCF 확률 계산  

   



 165

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 설계의 다양성 

- 보수 인력이 

같음 

- I&C 기술자가 

같음 

- 유사한 절차 

- 연료유가 같음 

- 윤활유가 같음 

- 가열과 냉각 

설계가 같음 

· 보수 인력이 같음 

· I&C 기술자가 같음  

· 유사한 절차 

· 연료유가 같음 

· 윤활유가 같음 

· 가열과 냉각의 루프가 

유사 가능 

· 시험의 유사성(e.g., 

unloaded) 

· 보수 인력이 같음 

· I&C 기술자가 같음  

· 유사한 절차 

· 연료유가 같음 

· 윤활유가 같음 

· 가열과 냉각의 루프가 

유사 가능 

· 시험의 유사성(e.g., 

unloaded) 

모든 소내 디젤에 대한 

공통원인 고장 확률은 

PRA 모델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정량적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DA-12 

NUREG/CR-

4780 (EPRI NP-

5613 or 

equivalent) 

systematic 

approach used 

to provide  

plant specific 

grouping of 

similar system 

components for 

CCF treatment 

  NUREG/CR-4780 (EPRI 

NP- 

5613 or equivalent) 

systematic approach 

should be used to 

provide plant specific 

grouping of similar 

system components for 

CCF treatment 

NUREG/CR-4780 (EPRI 

NP- 

5613 or equivalent) 

systematic approach 

shall be used to provide 

plant specific grouping 

of similar system 

components for CCF 

treatment 

        

DA-12 

· CCF 처리에서 

유사 계통 

기기에 대한 

대상 발전소 

분류 제공을 

위해 사용된  

NUREG/CR-

4780 (EPRI NP-

5613 or 

equivalent)의 

  NUREG/CR-4780 (EPRI 

NP-5613 or 

equivalent)의 체계적 

방법을 CCF 처리에서 

유사 계통 기기에 대한 

대상 발전소 분류 제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NUREG/CR-4780 (EPRI 

NP-5613 or 

equivalent)의 체계적 

방법이 CCF 처리에서 

유사 계통 기기에 대한 

대상 발전소 분류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3 NUREG/CR-4780의 

방법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단, 

완전성의 

문제 있음. 

특히 

functional 

factor의 

완전성에 

있어 의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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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체계적 방법  

DA-13 

Dominant 

contributors for 

sequences 

include MGL for 

more than 2 

redundant trains 

    Dominant contributors 

for sequences shall 

include the MGL or 

equivalent methodology 

for more than 2 

redundant trains 

       

DA-13 

· 사고 경위에서 

지배적인 

영향인자는 2개  

이상의 중복 

계열에 대해 

MGL을 

포함한다.  

    사고 경위에서 지배적인 

영향 

인자는 2개 이상의 중복 

계열에 대해 MGL 또는 

유사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4 MGL방법 사용     

DA-14 

Full intent of 

NUREG/CR-

4780 (EPRINP-

5613 or 

equivalent) 

included: 

- Plant specific 

screening of 

common cause 

data  

    Full intent of 

NUREG/CR- 

4780 (EPRINP-5613 or 

equivalent) shall be 

included: 

Plant specific screening 

of common cause data 

        

DA-14 

· NUREG/CR-

4780 (EPRI NP-

5613 or 

equivalent)의 

전체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대상 발전소에 

대한 공통원인 

자료 선별  

    NUREG/CR-4780 (EPRI 

NP- 

5613 or equivalent)의 

전체 취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일반 CCF 자료가 

분석 대상 발전소에 

적용가능한 지를 

선별하는 과정을 수행  

3 부록의 CCF 기술 

부분에 설명되어 

있음. Impact analysis 

테이블 참고. 

  Grade 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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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DA-15 

UNIQUE 

UNAVAILABILITI

ES OR 

MODELING 

ITEMS 

Documentation 

of the failure 

probabilities 

from plant 

specific or 

generic sources 

that do not fit 

into the basic 

event database, 

e.g.: 

- AC Power 

Recovery 

- EDG Mission 

Time 

- Repair and 

Recovery Model 

- LOOP Given 

Transient 

- BOP 

Unavailability 

- Pipe/tank 

Rupture Failure 

Probability 

- ATWS-related 

RPS Failures 

- RCP Seal 

Failure  

- % of time 

Pressurizer 

PORVs blocked 

during operation 

- PORV demand 

probability given 

The bases for the 

unique unavailability 

items are based on 

generic data, 

conservative estimates, 

or plant specific data. 

AC recovery is based 

on available generic 

data. 

Repair modeling should 

in general be applied 

only if extended times 

are available. 

Recovery modeling 

shall be tied with repair 

modeling when 

equipment must be 

restored to a usable 

condition.  Recovery 

modeling addresses 

issues related to 

operator interaction 

(HRA), repair (failure 

mode dependent), 

access, environment, 

etc., but the level of 

detail is marginal and 

insufficient for a Grade 

3. 

The unique 

unavailabilities should be 

based on plant specific 

data (if available) 

otherwise realistic 

estimates based on plant 

specific as-built, as-

operated features. 

 AC recovery should be 

based on available and 

applicable data. 

Repair modeling should 

in general be applied 

only if extended times 

are available. 

Recovery modeling shall 

be tied with repair 

modeling when 

equipment must be 

restored to a usable 

condition.  Recovery 

modeling should address 

issues related to 

operator interaction 

(HRA), repair (failure 

mode dependent), 

access, environment, 

etc. 

 

The unique 

unavailabilities shall be 

based on plant specific 

data (if available) 

otherwise realistic 

estimates based on 

plant specific as-built, 

as-operated features. 

 AC recovery shall be 

based on available and 

applicable data. 

Repair modeling should 

in general be applied 

only if extended times 

are available. 

Recovery modeling shall 

be tied with repair 

modeling when 

equipment must be 

restored to a usable 

condition.  Recovery 

modeling shall address 

issues related to 

operator interaction 

(HRA), repair (failure 

mode dependent), 

access, environ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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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an initiating 

event 

- % of time SG 

PORVs or 

atmospheric 

dump valves 

blocked during 

operation 

DA-15 

특이한 

이용불능도나 

모델 항목 

· 기본 사건 

데이터 베이스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발전소 

자료나 일반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고장확률 

자료 조사 

- AC 전력 회복 

- EDG 임무 

수행시간 

- 수리와 회복 

모델 

- LOOP Given 

Transient 

- BOP 

이용불능도 

- Pipe/tank 

Rupture 

고장확률 

- ATWS와 

관련된 RPS 

고장 

- RCP Seal 고장 

- 운전 중 

가압기 PORVrk 

특이한 이용불능 항목의 

근거는 일반 자료, 

보수적인 평가치 또는 

대상 발전소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AC 회복은 사용 가능한 

일반 자료에 근거한다.  

회복 모델은 일반적으로 

연장 시간의 이용이 

가능할 때만 적용하도록 

한다.  기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되어야 할 때는 

회복 모델과 수리 

모델을 묶어 모델해야 

한다.  

회복 모델에서는 운전원 

상호작용 (HRA), 수리 

(고장 모드에 의존적), 

접근성, 환경적 요인 

등과 관련된 사안을 

언급한다. 그러나 

상세성 수준은 Grade 

3를 위해서는 불충분한 

정도이다.  

특이한 이용불능도는 

이용 가능하면 대상 

발전소 자료에 

근거하도록 하고 대상 

발전소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하면 대상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특성에 바탕을 둔 실제 

평가치에 근거한다.   

AC 회복은 이용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도록 한다.  

회복 모델은 일반적으로 

연장 시간의 이용이 

가능할 때만 적용하도록 

한다. 기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되어야 할 

때는 회복 모델과 수리 

모델을 묶어 모델해야 

한다. 

회복 모델에서는 운전원 

상호작용(HRA), 수리 

(고장모드에 의존적), 

접근성, 환경적 요인 등과 

관련된 사안을 

언급하도록 한다 

특이한 이용불능도는 

이용 가능하면 대상 

발전소 자료에 근거해야 

하고 대상 발전소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하면 대상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특성에 바탕을 둔 실제 

평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AC 회복은 이용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회복 모델은 일반적으로 

연장 시간의 이용이 

가능할 때만 적용하도록 

한다. 기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원되어야 할 때는 회복 

모델과 수리 모델을 묶어 

모델해야 한다. 

회복 모델에서는 운전원 

상호작용 (HRA), 수리 

(고장모드에 의존적), 

접근성, 환경적 요인 

등과 관련된 사안을 

언급해야 한다  

2 교류전원의 회복에 

대한 국내자료는 

3건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의미는 가지기 

어려움, 그러므로 

EPRI URD KAG 자료 

사용 (6장에 기술) 

EDG mission time은 

mission별로 시간을 

분리하지 않음. 

복잡한 종속성으로 

인해 위험성 저평가의 

가능성 내재 (5장에 

기술) 

6장과 7장에 repair와 

recovery모델 기술 

6장과 7장에 BOP의 

undeveloped event에 

대해 기술 

LOOP given 

transient는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지는 

얺지만 minimal 

cutset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전의 

회복조치는 고려됨 

부록의 GDB 부분에 

pipe 고장은 

배제되었으며 Tank에 

대한 자료는 일반자료 

분석 대상 발전소 

자료에 근거한 

이용불능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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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ckeksehls 

시간의 비율(%) 

- 주어진 초기 

사건에 대한 

PORV 요구 확률 

- 운전 중 SG 

PORV나 대기 

방출 밸브가 

차단된 시간의 

비율(%)  

사용했음을 기술 

PORV stuck open 의 

time % 는 KSNP의 

고려 대상 아님 

ATWS 관련 RPS 

고장은 RM모델에서 

고려 

RCP seal 고장은 

4.3절에 기술 

PORV demand 

고장확률은 GDB 

부분에 기술 

DA-16 

Conservatively 

biased values 

OR 

The values are 

judged 

conservative 

only for those 

contributors of 

non-dominant 

sequences 

OR 

These failure 

probabilities are 

justified to the 

current state of 

the technology 

Conservatively biased 

values are used. 

The values should be 

conservative only for 

those contributors of 

non-dominant 

sequences  

These failure 

probabilities shall be 

justified to the current 

state of the technology 

        

DA-16 

· 보수적으로 

치우친 값 사용 

· 지배적이지 

않은 경위에 

대한 영향 

인자에 대해서만 

보수적인 값을 

보수적으로 치우친 값이 

사용된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위에 

대한  

영향 인자에 대해서만 

보수적인 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현 상태의 기술로 이들 

고장확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3   utility 

측면에서 

risk 

overestima

tion의 회피 

관점이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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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사용한다. 

· 현 상태의 

기술로 이들 

고장확률이 

오로다는 것을 

증명한다. 

DA-17 

DOCUMENTATIO

N 

Reflects the 

process used 

DOCUMENTATION 

Reflects the process 

used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DA-4 through 

DA-16.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DA-4 through 

DA-16.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DA-17 

문서 작성 

· 사용된 과정 

설명 

문서 작성 시에 분석 시 

사용된 과정을 

설명한다.  

문서 작성 시에 DA-

4에서 DA-16 까지의 각 

기준을 만족하는 근거를 

제공하도록 한다 

문서에서 분석 시 사용된 

과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문서 작성 시에 DA-

4에서 DA-16 까지의 각 

기준을 만족하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문서에서 분석시 사용된 

과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3 앞의 요소들에 대한 

등급 평가를 근거로 

판단  

   

DA-18 

Includes an 

independent 

review for the 

documented 

results 

An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Independent review 

shall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DA-18 

· 작성된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포함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전문가가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한다.     

전문가가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하고 

검토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3 IPERS와 Safety 

Mission 수행 

   

DA-19 

Provides the 

basis of the data 

treatment and is 

The documentation 

generally describes the 

analysis methods and 

should provide a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data analysis process 

and should provide a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data analysis process 

and should provid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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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traceable to 

plant specific or 

generic analysis. 

traceable link between 

the raw data and the 

data used in the model. 

traceable link between 

the raw data and the 

data used in the model. 

traceable link between 

the raw data and the 

data used in the model. 

DA-19 

· 데이터 처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대상  

발전소 또는 

일반 분석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문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처리되지 않은 자료와 

모델에 사용된 자료 

사이의 추적 가능한 

연계를 제공하도록 

한다.  

문서 작성 시에 데이터 

분석  

근거를 재공하도록 하고, 

처리되지 않은 자료와 

모델에 사용된 자료 

사이의 추적 가능한 

연계를 제공하도록 한다.  

문서 작성 시에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하고, 처리되지 

않은 자료와 모델에 

사용된 자료 사이의 추적 

가능한 연계를 

제공하도록 한다.  

3     

DA-20 

The generic and 

plant specific 

databases are 

available for 

inspection and 

use. 

The database should 

be documented and 

traceable. 

The database should be 

documented and 

traceable to the sources 

of plant specific, and 

generic data sources for 

failure and maintenance 

events, demands and 

operating time, common 

cause events, treatment 

of restoration of 

components in the 

maintenance data, and 

the assumptions and 

methods used to derive 

data parameter values. 

The database shall be 

documented and 

traceable to the sources 

of plant specific, and 

generic data sources for 

failure and maintenance 

events, demands and 

operating time, common 

cause events, treatment 

of restoration of 

components in the 

maintenance data, and 

the assumptions and 

methods used to derive 

data parameter values. 

        

DA-20 

· 일반 

데이터베이스와 

대상 발전소 

데이터베이스는 

검사와 사용을 

위해 이용 가능  

데이터베이스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추적 

가능하도록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data 

parameter value를 

유도하기 위해 고장에 

대한 대상 발전소 자료와 

일반 자료, 보수 자료, 

기동 요구와 운전 시간, 

공통원인 고장 사건, 

보수자료에서 기기의 

원위치 처리와 사용된 

가정 및 방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고, data 

parameter value를 

유도하기 위해 고장에 

대한 대상 발전소 자료와 

일반 자료, 보수 자료, 

기동 요구와 운전 시간, 

공통원인 고장 사건, 

보수자료에서 기기의 

원위치 처리와 사용된 

가정 및 방법에 대한 

2   발전소 고유 자료에 

대한 문서 작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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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근거 자료원을 추적 

가능하도록 한다.  

근거 자료원을 추적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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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6. 인간신뢰도분석 (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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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HR-1 

GUIDANCE 

•  Describes the 

process used 

General description of 

the HRA methods and 

techniques are provided.

The documentation of 

the HRA should be 

sufficiently well 

described in the 

documented results to 

act as guidance for 

future updates and 

revisions. 

A specific guidance 

document should be 

available that specifies 

the process for HRA 

including the updating 

process. 

Guidance on the rules 

used for replacing 

screening HEPs with best 

estimate HEPs in Post 

Processors (so-called 

“Recovery” substitutions) 

shall be provided (if 

applicable).  The 

explanation should 

include the specific 

steps performed in the 

recovery process. 

The guidance should 

address the PSF for 

complexity, limited 

resources, time, stress, 

and uncertainty in 

instrumentation. 

    

HR-1 

지침               

사용한 절차를 

기술 

HRA 방법 및 기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제공된다. 

HRA에 대한 문서화는 

추후 갱신 및 개정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결과로서 

충분한 수준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갱신절차를 포함한 HRA 

수행절차를 명시화하는 

구체적인 지침 문서가 

가용해야 한다. 

 

Post processors (소위, 

"Recovery" 

substitutions)에서 선별 

HEPs를 최적 추정 

HEPs로 대치하는데 

사용되는 규칙에 대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if 

applicable). 설명에는 

3 HRA 수행절차는 

ASEP과 THERP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정량화 과정이 추적 

가능하도록 표와 

의사결정수목이 있어 

앞으로의 HRA 갱신 

및 추적에 지침으로 

활용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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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회복 절차에서 수행딘 

구체적 단계 들을 

포함해야 한다. 

 

그 지침에는 복잡도, 

제한된 자원, 시간, 

스트레스, 계측기 

불확실성 등에 관한 

PSF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HR-2 

•  Consistent with 

industry practices

General adherence to 

accepted industry 

approaches should be 

included. 

The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performing the HRA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The guidance for HRA 

should be complete and 

detail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HR-2 

산업체 관행과 

일치 

채택된 산업체의 방식과의 

일치여부가 포함되야 한다 

문서 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HRA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알려진(입증)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HRA에 대한 지침은 

완결성이 있어야 하고, 

상세하여야 하며, 

알려진(입증)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HRA 수행절차는 

ASEP과 THERP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하지만 타당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고후 

인적오류 정량화시 

정보 feedback이나 

감독자 credit 주는 

것에 대한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 판단 

정보 feedback이나 

감독자 credit 주는 

것에 대한 

체계적.일관된 

규칙기준 마련 필요   

  

•  HR-3 

•  Sufficient detail 

provided for 

reproducing the 

evaluation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may be 

available to describe 

general approaches 

used.  The general 

description is sufficient 

to convince the reviewers 

that the process could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eans to obtain 

equivalent results. 

The guidance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produce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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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be repeated with similar 

results. 

HR-3 

평가 재현을 위한 

충분한  상세 

자료가 제공됨 

문서 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일반적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될 수도 있다. 분석 

과정이 유사한 결과로 

재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검토자들에게 

납득시킬정도면 일반적 

설명은  충분하다. 

문서 또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침이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정도로 

충분하여야 한다. 

지침은 결과를 재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shall).   

3 별도로 기술한 HRA 

수행절차는 ASEP과 

THERP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이 작성된 

절차서로 상응하는 

HRA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 

    

HR-4 

PRE-INITIATOR 

HUMAN ACTIONS

•  Pre-initiator 

Human 

Interactions (HIs) 

were considered 

in the PRA 

Pre-initiators are 

included in the PRA 

explicitly, especially for 

latent failures that can 

cause multiple redundant 

components to fail or are 

included with failure rate 

data for independent 

failures. 

Pre-initia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A 

explicitly, especially for 

latent failures that can 

cause multiple redundant 

components to fail.  

Pre-initiators shall be 

included in the PRA 

explicitly, especially for 

latent failures that can 

cause multiple redundant 

components to fail.  

    

HR-4 

사고전 

인간행위(Pre-

initiator human 

actions) 

사고전 

인간행위가 

PRA에 

고려되었음 

사고전 인간행위는  특히, 

다수의 중복기기의 실패를 

유발하는 잠재적 실패에 

대해서는,  또는 독립적인 

잠재적 실패에 대해서는 

실패률 데이터와 함께 

PRA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전 인간행위는 특히 

다수의 중복기기의 실패를 

유발하는 잠재적 실패에 

대해서는 반듯이(shall) 

PRA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전 인간행위는 특히 

다수의 중복기기의 실패를 

유발하는 잠재적 실패에 

대해서는 반듯이(shall) 

PRA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사고전 인적오류 

관련해 다수의 

중복기기 평가에 대한 

기술(description)과 

분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Grade 2로 

평가  

인적오류로 인한 CCF 

가능성 파악과 분석에 

대한 절차/규칙 마련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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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HR-5 

•  A systematic 

process is used 

to identify the 

Pre-Initiator 

Human Errors to 

be included in 

the PRA (e.g., 

miscalibration of 

instruments) 

A process is used to 

identify the Pre-Initiator 

Human Errors to be 

included in the PRA 

(e.g., miscalibration of 

instruments) that 

successfully identifies 

critical preinitiators found 

in PRAs for similar 

plants. 

A systematic process 

should be used to 

identify the Pre-Initiator 

Human Errors to be 

included in the PRA 

(e.g., miscalibration of 

instruments) 

This should include a 

review of plant 

procedures and training 

in order to identify those 

latent failures that may 

defeat multiple redundant 

equipment. 

A systematic process 

shall be used to identify 

the Pre-Initiator Human 

Errors to be included in 

the PRA (e.g., 

miscalibration of 

instruments) 

This shall include a 

review of plant 

procedures and training 

in order to identify those 

latent failures that may 

defeat multiple redundant 

equipment. 

    

HR-5 

PRA에 포함될 

사고전 

인적오류(Pre-

initiator human 

errors)(예: 

계측기의 

오교정)의 파악에 

체계적인 분석 

과정이 사용됨 

 PRA에 포함될 사고전 

인적오류(Pre-initiator 

human errors)(예: 

계측기의 오교정)의 

파악에 분석 과정이 

사용된다.이 과정은 유사 

발전소 PRA에서 발견된 

중요(critical) 사고전 

HEP를 성공적으로 파악. 

PRA에 포함될 사고전 

인적오류(Pre-initiator 

human errors)(예: 

계측기의 오교정)의 

파악에 체계적인 분석 

과정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다수의 

중복기기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발전소의 

절차서와 훈련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PRA에 포함될 사고전 

인적오류(Pre-initiator 

human errors)(예: 

계측기의 오교정)의 

파악에 체계적인 분석 

과정이 반듯이(shall) 

사용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는 다수의 

중복기기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발전소의 

절차서와 훈련에 대한 

검토를 반듯이(shall) 

포함하여야 한다. 

2 오교정 등의 인적오류 

파악에 체계적인 

분석과정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Grade 2 평가.   

체계적인 사고전 

인적오류 HRA 절차 

사용과 관련 계통의 

시험.교정 절차서 등의 

실질적인 검토와 

분석에 반영하여 

문서화 필요  

  

•  HR-6 

•  Screening HEPs 

ar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the pre-initiator 

HEPs 

R 

Preinitiator HEPs may be 

screened from further 

consideration if: 

Equipment position is 

monitored 

Equipment is automatically 

re-aligned 

Preinitiator HEPs may be 

screened from further 

consideration if: 

Equipment position is 

monitored 

Equipment is automatically 

re-aligned 

Preinitiator HEPs may be 

screened from further 

consideration if: 

Equipment position is 

monitored 

Equipment is automatically 

re-al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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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Best estimate 

HEPs ar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pre-initiator 

HEPs for 

dominant 

contributors 

OR 

Assessment of 

plant procedures 

and plant 

specific 

operating 

experience are 

explicitly included 

in th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process for the 

HIs. 

Post maintenance 

functional test is 

performed. 

Screening HEPs may b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the pre-initiator HEPs.

Post maintenance 

functional test is 

performed. 

Best estimate HEPs 

should b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pre-

initiator HEPs for 

dominant contributors, 

including recovery. 

Post maintenance 

functional test is 

performed. 

Best estimate HEPs shall 

b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pre-

initiator HEPs for 

dominant contributors, 

including recovery 

Assessment of plant 

procedures and plant 

specific operating 

experience shall be 

explicitly included in th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process 

for the HIs. 

HR-6 

사고전 HEP 

정량화에 선별 

HEP 값이 사용됨.

 

또는 

주요기여행위에 

대한 사고전 

HEP의 정량화에 

최적 추정치 HEP 

값이 사용됨. 

 

또는 

발전소 절차서 및 

발전소의 특정한 

운전 경험에 대한 

평가가 인간행위 

사고전 HEP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screened 

out)될 수 있다: 

- 기기의 위치가 

감시되는 경우 

- 기기가 자동 배열되는 

경우 

- 보수후 기능시험이 

수행되는 경우 

 

사고전 HEP 정량화에 

선별 HEP 값이 사용될 수 

있다. 

사고전 HEP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선별(screened 

out)될 수 있다: 

- 기기의 위치가 

감시되는 경우 

- 기기가 자동 배열되는 

경우 

- 보수후 기능시험이 

수행되는 경우 

 

회복조치를 포함하여 

주요기여행위에 대한 

사고전 HEP 정량화에 

최적 추정치 HEP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사고전 HEP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속 분석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기기의 위치가 

감시되는 경우 

- 기기가 자동 배열되는 

경우 

- 보수후 기능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복조치를 포함하여 

주요기여행위에 대한 

사고전 HEP 정량화에 

반듯이(shall) 최적 추정치 

HEP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사고전 인적오류 

정량화는 상세 

정량화를 수행하지 

않고 대표적인 HEP 

값을 사용했기에 

Grade 2 평가  

선별되었을 경우 그 

근거 기술및 

선별되기전의 인간행위 

목록 필요. 상세 

정량화가 필요한지 

확인과정에 대한 

문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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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파악과 정량화 

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발전소 절차서 및 

발전소의 특정한 운전 

경험에 대한 평가가 

인간행위 파악과 정량화 

과정에 반듯이(shall)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HR-7 

•  Those pre-

initiator ac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adversely 

impacting 

baseline CDF or 

LERF ar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Those pre-initiator 

ac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adversely 

impacting baseline CDF 

or LERF should b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Those pre-initiator 

ac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adversely 

impacting baseline CDF 

or LERF shall b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Those pre-initiator 

ac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adversely 

impacting baseline CDF 

or LERF shall b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HR-7 

기준 

CDF/LERF에 

역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고전 행위가 

정량화에 포함됨. 

기준 CDF/LERF에 

역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고전 행위가 

정량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준 CDF/LERF에 

역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고전 행위가 

정량화에 반듯이(shall) 

포함되어야 한다. 

기준 CDF/LERF에 

역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고전 행위가 

정량화에 반듯이(shall) 

포함되어야 한다. 

2 CDF나 LERF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정량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체계적으로 고려되 

있지않다고 판단되기에 

grade 2 평가  

체계적인 절차서를 

통해 파악하여 PSA 

논리구조에 반영 필요 

  

HR-8 

POST-INITIATOR 

HUMAN ACTIONS

•  Post-Initiator HIs 

were considered 

in the PRA 

HEPs for initiation, 

control, isolation, and 

alignment of prevention 

and mitigation systems 

should be included. 

HEPs for initiation, 

control, isolation, and 

alignment of prevention 

and mitigation systems 

shall be included. 

HEPs for initiation, 

control, isolation, and 

alignment of prevention 

and mitigation systems 

shall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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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HR-8 

사고후 

인간행위(post-

initiator human 

actions) 

사고후 

인간행위가 

PRA에 고려됨. 

사고예방 및 완화 계통의 

작동, 제어, 격리, 배열 

등에 대한 HEP 값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예방 및 완화 

시스템의 작동, 조절, 

격리, 배열 등에 대한 

HEP 값이 반듯이(shall) 

포함되어야 한다. 

사고예방 및 완화 

시스템의 작동, 조절, 

격리, 배열 등에 대한 

HEP 값이 반듯이(shall) 

포함되어야 한다. 

4 고려된 사고후 

인적오류 평가시 

사고예방 및 계통 작동 

등이 고려하였음. 

Grade 3와 Grade 4는 

동일하기에 Grade 4 

판단  

    

•  HR-9 

•  A systematic 

process is used 

to identify the 

Post-Initiator 

Human Errors to 

be included in 

the PRA. 

A process is used to 

identify the Post-Initiator 

Human Errors to be 

included in the PRA that 

successfully identifies 

critical post initiator 

HEPs found in PRAs for 

similar plants. 

A systematic process 

should be used to 

identify the Post-Initiator 

Human Errors to be 

included in the PRA. 

 

A systematic process 

shall be used to identify 

the Post-Initiator Human 

Errors to be included in 

the PRA. 

 

    

HR-9 

PRA에 포함될 

사고후 

인적오류의 

파악에 체계적인 

분석 과정이 

사용됨. 

PRA에 포함될 사고후 

인적오류의 파악에 분석 

과정이 사용된다.  이 

과정은 유사 발전소 

PRA에서 발견된 

중요(critical) 사고후 

HEP를 성공적으로 파악. 

PRA에 포함될 사고후 

인적오류의 파악에 체계적 

분석 과정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mple 삭제) 

  

PRA에 포함될 사고후 

인적오류의 파악에 분석 

과정이 반듯이(shall) 

사용되어야 한다. 

 

 (example 삭제) 

3 ASEP을 근거로 한 

절차서에 따라 ET 

개발자/운전원/발전소 

직원들의 면담, EOP 

등의 검토 등이 

수행되었기에 체계적인 

분석과정이 

사용되었다고 판단  

    

•  HR-10 

•  Assessment of 

plant procedures 

and plant 

specific 

operating 

experience are 

explicitly included 

in th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Assessment of plant 

procedures and plant 

specific operating 

experience should be 

explicitly included in th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process 

for the HIs. 

Assessment of plant 

procedures and plant 

specific operating 

experience should be 

explicitly included in th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process 

for the HIs. 

Interviews with operators, 

trainers, or supervis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Assessment of plant 

procedures and plant 

specific operating 

experience shall be 

explicitly included in the 

identification and 

quantification process 

for the HIs. 

Interviews with operators, 

trainers, or supervisors 

shall be includ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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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process for the 

HIs. 

assessment. assessment. 

HR-10 

발전소 절차서 및 

발전소의 특정한 

운전 경험에 대한 

평가가 인간행위 

파악과 정량화 

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발전소 절차서 및 

발전소의 특정한 운전 

경험에 대한 평가가 

인간행위 파악과 정량화 

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소 절차서 및 

발전소의 특정한 운전 

경험에 대한 평가가 

인간행위 파악과 정량화 

과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운전원, 훈련요원 및 

감독자 들과의 면담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발전소 절차서 및 

발전소의 특정한 운전 

경험에 대한 평가가 

인간행위 파악과 정량화 

과정에 반듯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운전원, 훈련요원 및 

감독자 들과의 면담이 

평가에 반듯이(shall) 

포함되어야 한다. 

2 설계중인 발전소이기 

때문에 발전소 운전 

경험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는 

설계중인 발전소의 

한계점임. Grade 2로 

평가  

발전소 운전경험에 

대한 평가와 HRA 

분석 결과를 운전원 

검토 의뢰,  

  

•  HR-11 

•  The symptoms 

available during 

the postulated 

accident 

sequence are 

evaluated and 

input into the 

HRA process. 

The accident sequence 

specific symptoms 

should be used as part 

of the input to the HRA 

process. 

The accident sequence 

specific symptoms shall 

be used as part of the 

input to the HRA 

process. 

The accident sequence 

specific symptoms shall 

be used as part of the 

input to the HRA 

process. 

    

HR-11 

가상 사고경위에 

대해 가용한 

증상이 평가되고 

HRA 과정에 

입력으로 사용됨. 

사고경위 고유의 증상이 

HRA 과정 상의 입력의 

부분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사고경위 고유의 증상이 

HRA 과정 상의 입력의 

부분으로서 반듯이(shall) 

사용되어야 한다. 

사고경위 고유의 증상이 

HRA 과정 상의 입력의 

부분으로서 반듯이 

(shall)사용되어야 한다. 

2 사고경위 

증상(symptom)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 이를 

테면 time line 

analysis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판단됨 

T/H 분석결과 

토대로한 time line 

analysis 수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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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HR-12 

•  HEP values are 

internally 

consistent within 

the PRA. 

HEP values should 

provide the correct 

relative error probabilities 

within the PRA. 

This means that the use 

of screening HEPs 

should be minimized. 

HEP values should 

provide the correct 

relative error probabilities 

within the PRA. 

This means that the use 

of screening HEPs shall 

be minimized. 

HEP values shall provide 

the correct relative error 

probabilities within the 

PRA. 

 

    

HR-12 

HEP 값이 PRA 

내부적으로 

일관됨. 

HEP 값은 PRA내에서 

올바른 상대적 오류확률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선별 HEP 값의 

사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HEP 값은 PRA내에서 

올바른 상대적 오류확률을 

제공하여야 한다(should).

 

이것은 반듯이(shall) 선별 

HEP 값의 사용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HEP 값은 PRA내에서 

반듯이(shall) 올바른 

상대적 오류확률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사고후 인적오류 

정량화에는 선별 HEP 

사용이 매우 적기(일부 

회복행위 등에 사용) 

때문에 Grade 3로 

평가  

 현재 한 

HEP 

event가 

여러 

ET에서 

사용, 

ET마다 

다르게 평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HR-13 

•  Screening HEPs 

ar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dominant 

contributors. 

Screening HEPs shall not 

b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dominant contributors to 

CDF or LERF. 

Screening HEPs shall not 

b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dominant contributors to 

CDF or LERF. 

Screening HEPs shall not 

b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dominant contributors to 

CDF or LERF. 

    

HR-13 

주요 기여행위의 

정량화에 선별 

HEP 값이 사용됨.

CDF/LERF에의 주요 

기여행위의 정량화에 선별 

HEP 값이 반듯이(shall 

not) 사용될 수 없다.  

공학적 판단이나 최적 

추정치의 일반 HEP 값이 

사용될 수 있다 

CDF/LERF에의 

주요기여행위의 정량화에 

선별 HEP 값이 

반듯이(shall not) 사용될 

수 없다. 

CDF/LERF에의 

주요기여행위의 정량화에 

선별 HEP 값이 반듯이 

(shall not) 사용될 수 

없다. 

상세한 HEP 분석이 

반듯이(shall) 필요하다. 

3 CDF 주요 기여행위에 

선별 HEP값이 없음. 

다만 simplified 

LERF에는 

NUREG/CR-6595에서 

제시한 선별 HEP값 

사용 

 Nureg/cr-

6595에서 

제시한 값 

사용은 

적용안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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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HR-14 

•  Operator actions 

have been 

reviewed by the 

operating staff 

and their impact 

is included in the 

HRA evaluation; 

 OR 

Dominant 

operator actions 

have been 

reviewed by the 

operating staff 

and their input 

has been 

included in the 

HRA evaluation. 

Dominant operator 

actions should be 

reviewed with the 

operating staff and their 

input has been included 

in the HRA evaluation. 

Operator actions should 

be reviewed with the 

operating staff and their 

impact is included in the 

HRA evaluation;  

OR 

Dominant operator actions 

shall be reviewed by the 

operating staff and their 

input has been included 

in the HRA evaluation. 

 AND 

HRA assumptions and 

assertions should   be 

consistent with operator 

training and  

procedures.  One way to 

ensure the  assumptions 

are consistent with 

training and actual 

conditions is to obtain a 

review by operations or 

training personnel.  

Therefore, the operating 

staff (or equivalent 

personnel) should review 

the HRA calculations, 

especially the 

assumptions made in the 

analysis. 

   Operator actions shall 

be reviewed by the  

operating staff and their 

impact is included in the 

HRA evaluation;  

AND 

   HRA assumptions and 

assertions should be 

consistent with operator 

training and procedures.  

One way to ensure the 

assumptions are 

consistent with training 

and actual conditions is 

to obtain a review by 

operations or training 

personnel.  Therefore, 

the operating staff (or 

equivalent personnel) 

should review the HRA 

calculations, especially 

the assumptions made i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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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HR-14 

운전원 행위는 

운전담당 

요원(operating 

staff)에 의해 

검토되고 그 영향 

정도가 HRA 

평가에 반영됨; 

또는 

주요 운전원 

행위가 운전담당 

요원에 의해 

검토되고 그 

입력이 HRA 

평가에 포함됨. 

주요 운전원 행위는 

운전담당 요원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그 

입력이 HRA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A. 운전원 행위는 

운전담당 요원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그 영향 

정도가 HRA 평가에 

반영된다; 

또는 

주요 운전원 행위가 

운전담당 요원에 의해 

반듯이(shall) 검토되어야 

하고, 그 입력이 HRA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B. HRA 가정 

사항(assumptions) 및 

단정 사항(assertions)은 

운전원 훈련 및 절차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 

가정사항이 훈련 및 실제 

상황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한가지 

방법은 운전 또는 훈련 

요원을 통한 검토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담당 요원 (또는 

상응하는 요원)이 

HRA계산 결과를, 특히,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A. 운전원 행위는 

반듯이(shall) 운전담당 

요원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그 영향 정도가 

HRA 평가에 반영된다; 

 

그리고 

B. HRA 가정 

사항(assumptions) 및 

단정 사항(assertions)은 

운전원 훈련 및 절차서와 

일치해야 한다. 그 

가정사항이 훈련 및 실제 

상황과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한가지 

방법은 운전 또는 훈련 

요원을 통한 검토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전담당 요원 (또는 

상응하는 요원)이 

HRA계산 결과를, 특히, 

분석에서 사용된 

가정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2 설계중인 발전소의 

한계점으로 일부 

운전원 행위에 대해 

운전원 면담 실시. 

면담결과가 구체적으로 

평가에 반영안되었기에 

Grade 2로 평가  

가정사항 및 주요 

인간행위의 HRA 

분석에 대해 운전담당 

요원검토 필요  

 

•  HR-15 

•  Best estimate 

HEPs ar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dominant 

contributors.  

Conservative HEPs are 

used in the PRA 

quantification. 

Best estimate HEPs shall 

b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dominant contributors. 

Best estimate HEPs shall 

b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dominant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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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HR-15 

주여 기여행위에 

대한 정량화에 

최적 추정치 

HEP가 사용됨. 

PRA 정량화에 보수적인 

HEP가 사용된다. 

주요 기여행위에 대한 

정량화에  최적 추정치 

HEP가 반듯이(shall) 

사용되어야 한다. 

주요 기여행위에 대한 

정량화에  최적 추정치 

HEP가 반듯이(shall) 

사용되어야 한다. 

2 주요 기여행위에 최적 

추정치가 사용되었지만 

이들 event는 동일 

이름이라 엄 한 

의미에서 최적 

추정치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Grade 2 평가 

현재 한 HEP event가 

여러 ET에서 사용, 

ET마다 다르게 평가 

필요. 예를 들면 F&B 

운전원 행위가 현재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ET에서 사용되고 

있음. 모의제어반 

실험결과에 따라 

운전원 EOP 수행시간 

고려시 F&B HEP가 

다르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 

다른 HEP event로 

명명   

?   

•  HR-16 

•  Emphasis of the 

Human Reliability 

Analysis is to 

identify that the 

HI is folded 

correctly into the 

model and that 

the HI: 

Reflects the  

 procedures 

(EOPs &  

 AOPs) 

Reflects training 

Reflects simulator 

 results (if 

applicable) 

The HEP should be 

developed such that it 

accurately reflects the: 

Procedures (EOPs and 

AOPs) 

These should all be 

reflective of the accident 

sequence that is being 

modeled. 

The HEP should then be 

included in the model to 

represent those 

sequence specific 

actions for which it was 

developed. 

The HEP should be 

developed such that it 

accurately reflects the: 

Procedures (EOPs and 

AOPs) 

Training on the 

implementation 

Simulator Responses 

These should all be 

reflective of the accident 

sequence that is being 

modeled. 

The HEP should then be 

included in them model 

to represent those 

sequence specific 

actions for which it was 

developed. 

The HEP shall be 

developed such that it 

accurately reflects the: 

Procedures (EOPs and 

AOPs) 

Training on the 

implementation 

Simulator Responses 

These shall all be 

reflective of the accident 

sequence that is being 

modeled. 

The HEP shall then be 

included in them model 

to represent those 

sequence specific 

actions for which it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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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HR-16 

HRA에 대한 

강조점은 

인간행위가(HI) 

올바로 모델에 

표현된다(folded)

는 것과, 그 

인간행위가 

절차서(EOPs & 

AOPs), 훈련, 

모의실습 

결과(가능하다면)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HEP는 다음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개발되어야(developed) 

한다. 

- 절차서(EOPs & AOPs) 

 

이 모든 것(절차서)은 

모델링되는 사고경위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나서, HEP는 

사고경위 고유의 

인간행위를 표현하는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HEP는 다음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개발되어야(developed) 

한다. 

- 절차서(EOPs & AOPs) 

- 직무수행에 관한 훈련 

- 시뮬레이타 반응 등. 

 

이 모든 것(절차서)은 

모델링되는 사고경위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나서, HEP는 

사고경위 고유의 

인간행위를 표현하는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HEP는 반듯이(shall) 

다음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개발되어야(developed) 

한다. 

- 절차서(EOPs & AOPs) 

- 직무수행에 관한 훈련 

- 시뮬레이타 반응 등. 

 

이 모든 것(절차서)은 

모델링되는 사고경위가 

반듯이(shall)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나서, HEP는 

사고경위 고유의 

인간행위를 표현하는 

모델에 반듯이(shall) 

포함되어야 한다. 

2 인적오류 정량화 

과정에 관련 절차서나 

사고경위 등이 반영되 

있으나 직무수행 

훈련이나 시뮬레이터 

반응 등은 반영되 있지 

않다.  

시뮬레이터 훈련 결과 

반영 또는 운전원과 

상세 면담  

  

HR-17 

The performance 

shaping factors 

such as time 

available, time to 

perform, stress, 

complexity, etc. 

ar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Performance shaping 

factors formulated for the 

specific accident 

sequence and the 

associated HEP 

(including time available, 

time to perform, stress, 

complexity, available 

indication, resource 

limitations on the back 

shift, etc.) may b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as 

applicable. 

Contributors to the total 

HEP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assessment; e.g.: 

Performance shaping 

factors formulated for the 

specific accident 

sequence and the 

associated HEP 

(including time available, 

time to perform, stress, 

complexity, available 

indication, resource 

limitations on the back 

shift, etc.) should b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as 

applicable. 

Contributors to the total 

HEP shall be 

incorporated in the 

assessment; e.g.: 

Performance shaping 

factors formulated for the 

specific accident 

sequence and the 

associated HEP 

(including time available, 

time to perform, stress, 

complexity, available 

indication, resource 

limitations on the back 

shift, etc.) shall b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as 

applicable 

Contributors to the total 

HEP shall be 

incorporated in the 

assessment;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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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Diagnosis 

Manipulation 

Diagnosis 

Manipulation 

The post-initiator HEP 

should address the: 

Accident sequence specific 

timing 

Accident sequence specific 

procedural guidance 

Adverse environment 

associated with the 

accident sequence 

These factors may then 

result in sequence 

specific HEPs. 

The HRA assessment 

should account for 

potential delays in the 

cues to begin actions 

and account for 

competing effects if 

multiple failures have 

occurred 

The instrumentation 

availability for the 

accident sequence 

Ex-control Room human 

action times for travel 

and manipulation should 

be supported by operator 

interviews, JPMs, or 

observations. 

Assumptions to be 

confirmed by operations, 

training or a walkdown 

should include: 

Number of personnel 

Diagnosis 

Manipulation 

The post-initiator HEP 

shall address the: 

Accident sequence specific 

timing 

Accident sequence specific 

procedural guidance 

Adverse environment 

associated with the 

accident sequence 

These factors may then 

result in sequence 

specific HEPs. 

The HRA assessment 

shall account for 

potential delays in the 

cues to begin actions 

and account for 

competing effects if 

multiple failures have 

occurred 

The instrumentation 

availability for the 

accident sequence 

Ex-control Room human 

action times for travel 

and manipulation should 

be supported by operator 

interviews, JPMs, or 

observations. 

Assumptions to be 

confirmed by operations, 

training or a walkdown 

shall include: 

Number of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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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available 

Indication availability 

Availability of keys for key 

locks (control room or 

remote) 

Security access 

Pathway hazards for 

remote access 

available 

Indication availability 

Availability of keys for key 

locks (control room or 

remote) 

Security access 

Pathway hazards for 

remote access 

HR-17 

가용시간, 

수행시간, 

스트레스, 복잡도 

등과 같은 

수행영향인자(PSF

)가 정량화에 

포함됨. 

특정 사고경위 및 관련 

HEP에 대해 구성된 PSF 

(가용시간, 수행시간, 

스트레스, 복잡도, 가용 

지시, back shift에 대한 

자원 한계 등)가 

가능한대로 정량화에 

포함될 수 있다. 

 

전체 HEP에의 기여요소 

들이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로, 

- 진단 (Diagnosis) 

- 조작 (Manipulation). 

특정 사고경위 및 관련 

HEP에 대해 구성된 PSF 

(가용시간, 수행시간, 

스트레스, 복잡도, 가용 

지시, back shift에 대한 

자원 한계 등)가 

가능한대로 정량화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HEP에의 기여요소 

들이 평가에 반듯이 

(shall) 포함되어야 한다: 

예로, 

- 진단 (Diagnosis) 

- 조작 (Manipulation). 

 

사고후 HEP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어야 

한다: 

- 사고경위에 특수한 

시간 정보 

- 사고경위에 특수한 

절차서 

- 사고경위와 관련한 

열악한 환경(Adverse 

environment) 

- 그 사고경위에 대한 

계측기 가용성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특정 사고경위 및 관련 

HEP에 대해 구성된 PSF 

(가용시간, 수행시간, 

스트레스, 복잡도, 가용 

지시, back shift에 대한 

자원 한계 등)가 

가능한대로 정량화에 

반듯이(shall)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HEP에의 기여요소 

들이 평가에 반듯이 

(shall) 포함되어야 한다: 

예로, 

- 진단 (Diagnosis) 

- 조작 (Manipulation). 

 

사고후 HEP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반듯이 

(shall) 다루어야 한다: 

- 사고경위에 특수한 

시간 정보 

- 사고경위에 특수한 

절차서 

- 사고경위와 관련한 

열악한 환경(Adverse 

environment) 

- 그 사고경위에 대한 

계측기 가용성 

2 사고경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해, 사고의 

징후나 인적행위를 

유발시키는 단서들이 

분석되지않고 평가되지 

않았기에 Grade 2로 

평가  

사고경위에 대한 

시간정보 및 계측기, 

환경위해 등 파악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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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사고경위에 특수한 HEP 

값이 나올 수 있다. 

 

HRA 평가에는 조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신호(cues)의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중 실패가 발생할 

경우 상충효과(competing 

effects)를 고려해야 한다.

 

제어실 외 인간행위 (이동 

및 조작) 시간 정보는 

운전원 인터뷰, JPMs, 

관찰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운전, 훈련, 또는 

walkdown 등으로 

확인되는 가정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용한 인력 수 

- 표시기 가용성 

- Key locks에 대한 

Keys의 

가용성(제어실/remote) 

- 보안 접근성 

- remote access에 대한 

경로 위해도(pathway 

hazards)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사고경위에 특수한 HEP 

값이 나올 수 있다. 

 

HRA 평가에는 조치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신호(cues)의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중 실패가 발생할 

경우 상충효과(competing 

effects)를 고려해야 한다. 

 

제어실 외 인간행위 (이동 

및 조작) 시간 정보는 

운전원 인터뷰, JPMs, 

관찰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어실 외 인간행위 (이동 

및 조작) 시간 정보는 

운전원 인터뷰, JPMs, 

관찰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운전, 훈련, 또는 

walkdown 등으로 

확인되는 가정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용한 인력 수 

- 표시기 가용성 

- Key locks에 대한 

Keys의 

가용성(제어실/remote) 

- 보안 접근성 

- remote access에 대한 

경로 위해도(pathway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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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HR-18 

•  The performance 

shaping factor 

for time available 

for an action and 

the time required 

to take an action 

are developed on 

a plant specific 

basis. 

--- The performance 

shaping factor for time 

available for an action 

and the time required to 

take an action should be 

developed on a plant 

specific basis. 

The performance 

shaping factor for time 

available for an action 

and the time required to 

take an action shall be 

developed on a plant 

specific basis. 

    

HR-18 

하나의 행위에 

가용한 시간과 

요구되는 시간에 

대한 PSF는 

발전소 

고유적으로 

개발됨. 

  하나의 행위에 가용한 

시간과 요구되는 시간에 

대한 PSF는 발전소 

고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하나의 행위에 가용한 

시간과 요구되는 시간에 

대한 PSF는 반듯이 

발전소 고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shall). 

3 행위 수행에 필요한 

이용가능시간과 

소요시간에 대한 

PSF(HR-17의 

고려사항들)는 발전소 

고유적으로 고려 판단   

    

•  HR-19 

•  The time 

available for 

action is based 

on: 

 generic T & H 

analysis 

 plant specific T & 

H analysis 

The times available for 

action are based on: 

generic T & H analysis 

 

 

Power uprate effects 

should be included. 

The time of cues for 

taking an operator action 

are identified in marginal 

detail for review by the 

Peer Review Team. 

The time available for an 

action to be taken should 

be based on plant 

specif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or appropriate 

generic analysis that 

accounts for plant 

specific features. 

Power uprate effects 

should be included. 

The time of cues for 

taking an operator action 

should be identified. 

The time available for an 

action to be taken shall 

be based on plant 

specific thermal hydraulic 

analysis. 

 

 

Power uprate effects 

shall be included. 

The time of cues for 

taking an operator action 

shall b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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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HR-19 

행위에 대한 

가용한 시간이 

일반 T/H 분석에 

기초하거나 

발전소 고유의 

T/H 분석에 

기초함. 

행위에 대한 가용한 

시간이 일반 T/H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출력 증가 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Peer Review Team의 

검토를 위해, 직무 수행 

단서(cues)에 대한 시간은 

최소한의 상세 정도로 

분석된다. 

수행될 한 행위에 대한 

가용한 시간은 발전소 

고유의 T/H 분석에 

의하거나, 발전소에 

특별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일반 T/H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력 증가 효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직무 수행 단서(cues)에 

대한 시간이 분석되어야 

한다. 

수행될 한 행위에 대한 

가용한 시간은 반듯이 

(shall)  발전소 고유의 

T/H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력 증가 효과가 반듯이 

(shall) 포함되어야 한다.  

 

직무 수행 단서(cues)에 

대한 시간이 반듯이 

(shall) 분석되어야 한다. 

3 수행될 행위에 필요한 

가용시간은 MAAP에 

의해 분석되었기에 

Grade 3로 평가   

 단서에 대한 

분석 필요. 

미흡하나마 

영광 5&6에 

분석되 있음 

•  HR-20 

•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actions is based 

on observation or 

operations staff 

input. 

The times required to 

complete the actions are 

based on judgement.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actions 

should be based on 

observation or operations 

staff input.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actions 

shall be based on 

observation or operations 

staff input. 

    

HR-20 

행위 수행 완료에 

필요한 시간은 

관찰 또는 

운전담당 요원의 

입력에 기초함 

행위 수행 완료에 필요한 

시간은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행위 수행 완료에 필요한 

시간은 관찰 또는 

운전담당 요원의 입력에 

기초하여야 한다. 

행위 수행 완료에 필요한 

시간은 반듯이(shall) 관찰 

또는 운전담당 요원의 

입력에 기초하여야 한다. 

2 행위 수행 완료에 

필요한 시간은 주요 

행위에 대해서만 

운전원 면담을 통해 

구했기에 Grade 2로 

평가  

행위 수행 완료에 

필요한 시간을 

시뮬레이터(관찰) 또는 

운전원 면담 통해 전 

행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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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HR-21 

•  The recovery 

actions are 

included 

systematically in 

the model; 

OR 

The recovery 

actions are 

included 

selectively in the 

model for 

dominant cut 

sets. 

The recovery actions are 

included selectively in 

the model for dominant 

cut sets. 

Not graded.  

(The recovery actions 

should be included 

systematically in the 

model 

Model coding of basic 

events should allow the 

identification of operator 

actions:  pre-initiators, 

post-initiators, repair 

and recovery.) 

Not graded.  

(The recovery actions 

shall be included 

systematically in the 

model. 

Model coding of basic 

events should allow the 

identification of operator 

actions:  pre-initiators, 

post-initiators, repair 

and recovery.) 

    

HR-21 

회복조치가 

모델에 

체계적으로 

포함됨; 

 

또는 

회복조치가 

주요최소단절군(c

ut sets) 모델에 

선택적으로 

포함됨. 

회복조치가 주요 

최소단절군(cut sets) 

모델에 선택적으로 

포함된다. 

등급화 안되어 있음 

(회복조치가 모델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 사건에 대한 모델 

표식(model coding)은 

'사고전 인간행위', 

'사고후 인간행위', '보수 

및 회복' 등과 같은 

운전원 행위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등급화 안되어 있음  

(회복조치가 모델에 

반드시 체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 사건에 대한 모델 

표식(model coding)은 

'사고전 인간행위', 

'사고후 인간행위', '보수 

및 회복' 등과 같은 

운전원 행위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N/

A 

울진 경우, MOV나 

전기 등의 회복행위는 

모든 사고 경위에 

고려되 있음  

  ()가 없을 

경우 굳이 

평가하라면 

3등급 평가  

•  HR-22 

•  The models and 

analysis are 

consistent with 

the operating 

procedures and 

training. 

The models and analysi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operating procedures 

and training. 

The models and analysi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operating procedures 

and training. 

The models and analysis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operating procedures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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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HR-22 

모델과 분석이 

운전 절차서 및 

훈련과 부합됨. 

모델과 분석이 운전 

절차서 및 훈련과 

부합되어야 한다. 

모델과 분석이 운전 

절차서 및 훈련과 

반드시(shall) 부합되어야 

한다. 

모델과 분석이 운전 

절차서 및 훈련과 

반드시(shall) 부합되어야 

한다. 

2 모델과 분석이 

운전절차서 및 훈련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 확인 필요 

   2차측 계통(IA, 

EPS, 등)과 후기(late) 

F&B운전 관련 CSR 

등에 대한 EOP검토와 

운전원 면담 필요 

보수적으로 

2등급 평가  

•  HR-23 

•  Operator actions 

including 

recovery are not 

credited unless a 

procedure is 

available or 

operator training 

has included the 

action as part of 

crew's training. 

Operator actions 

including recovery should 

not be credited unless a 

procedure is available or 

operator training has 

included the action as 

part of crew's training or 

it can be considered 

“skill-of-the-trade”. 

Operator actions 

including recovery should 

not be credited unless a 

procedure is available or 

operator training has 

included the action as 

part of crew's training or 

it can be considered 

“skill-of-the-trade”. 

Operator actions 

including recovery shall 

not credited unless a 

procedure is available or 

operator training has 

included the action as 

part of crew's training or 

it can be considered 

“skill-of-the-trade”. 

    

HR-23 

회복조치를 

포함한 운전원 

조치에 대해 

절차서가 

가용하지 않거나 

운전원 훈련시 

훈련 내용으로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면, 

인정하지 

않음(not 

credited) 

회복조치를 포함한 운전원 

조치에 대해 절차서가 

가용하지 않거나, 운전원 

훈련시 훈련 내용으로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조치가 "skill-of-the-

trade"로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조치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should not be 

credited). 

회복조치를 포함한 운전원 

조치에 대해 절차서가 

가용하지 않거나, 운전원 

훈련시 훈련 내용으로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조치가 "skill-of-the-

trade"로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조치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should not be 

credited). 

회복조치를 포함한 운전원 

조치에 대해 절차서가 

가용하지 않거나, 운전원 

훈련시 훈련 내용으로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조치가 "skill-of-the-

trade"로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조치는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shall not be 

credited). 

3 PSA에 고려된 

회복조치 대부분은 

절차서가 없고 없는 

것은 skill-of-the 

trade (MOV 현장에서 

개방 또는 닫힘 

행위)인 행위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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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HR-24 

•  Inter-unit cross 

ties are only 

credited if 

procedures and 

training are 

available. 

Inter-unit cross ties 

should only be credited if 

procedures and training 

are available. 

Inter-unit cross ties 

should only be credited if 

procedures and training 

are available. 

Inter-unit cross ties shall 

only be credited if 

procedures and training 

are available. 

    

HR-24 

발전소 호기간 

교차 사용(cross 

ties)은 절차서 및 

훈련이 주어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발전소 호기간 교차 

사용(cross ties)은 절차서 

및 훈련이 주어진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해야 한다. 

발전소 호기간 교차 

사용(cross ties)은 절차서 

및 훈련이 주어진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해야 한다. 

발전소 호기간 교차 

사용(cross ties)은 반드시 

(shall) 절차서 및 훈련이 

주어진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해야 한다. 

3 PSA 모델에서 호기간 

교차 사용되는 기기는 

AAC임. AAC에 대한 

절차서는 마련되 있음. 

AAC는 정상운전중에 

사용  

   추후 확인 

필요 – IA 

등  

•  HR-25 

•  Inter-unit cross 

ties are 

accurately 

accounted for 

under conditions 

of outage for the 

other unit and 

special initiating 

events. 

Inter-unit cross ties 

should be accurately 

accounted for under 

conditions of outage for 

the other unit and special 

initiating events. 

Inter-unit cross ties 

should be accurately 

accounted for under 

conditions of outage for 

the other unit and special 

initiating events. 

Inter-unit cross ties shall 

be accurately accounted 

for under conditions of 

outage for the other unit 

and special initiating 

events. 

    

HR-25 

발전소 호기간 

교차 사용(cross 

ties)은 다른 

호기를 위한 

발전소 정지 및 

특별한 초기사건  

조건 하에서 

정확히 설명됨. 

발전소 호기간 교차 

사용(cross ties)은 다른 

호기를 위한 발전소 정지 

및 특별한 초기사건 조건 

하에서 정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발전소 호기간 교차 

사용(cross ties)은 다른 

호기를 위한 발전소 정지 

및 특별한 초기사건 등의 

조건 하에서 정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발전소 호기간 교차 

사용(cross ties)은 

반드시(shall) 다른 호기를 

위한 발전소 정지 및 

특별한 초기사건 등의 

조건 하에서 정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3 호기간 교차사용시의 

조건 등이 잘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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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HR-26 

DEPENDENCE 

AMONG 

ACTIONS 

•  The 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is 

evaluated in the 

PSA process.  

(See QU-10) 

The 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should be 

evaluated in the PSA 

process. 

The 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shall be 

evaluated in the PSA 

process. 

The 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shall be 

evaluated in the PSA 

process. 

    

HR-26 

행위간 의존성 

 

운전원 행위간 

의존성이 

PSA과정에서 

평가됨.(See QU-

10) 

운전원 행위간 의존성이 

PSA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운전원 행위간 의존성이 

반드시 (shall) 

PSA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운전원 행위간 의존성이 

반드시 (shall) 

PSA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4 운전원 행위간 

의존성(사고전/사고후 

모두)이 평가되었기에 

Grade 4 평가, Grade 

3와 Grade 4 동일   

 이차측 

계통의 자동 

기동실패에 

대한 운전원 

보조행위간 

의존성은 

완전 

의존성으로 

평가 권고, 

일관성 유지 

차원- SCS 

계통 기동에 

대한 HRA 

평가시 

train별로 

평가 안함  

•  HR-27 

•  Identification of 

sequences that, 

but for low 

human error rates 

in recovery 

actions, would 

have been 

dominant 

contributors to 

Identification of 

sequences that, but for 

low human error rates, 

would have been 

dominant contributors to 

core damage frequency 

may be included as a 

test of modeling 

adequacy.  A sensitivity 

study to generate 

Identification of 

sequences that, but for 

low human error rates, 

would have been 

dominant contributors to 

core damage frequency 

should be included as a 

test of modeling 

adequacy.  A sensitivity 

study to generate 

Identification of 

sequences that, but for 

low human error rates, 

would have been 

dominant contributors to 

core damage frequency 

shall be included as a 

test of modeling 

adequacy.  A sensitivity 

study to gen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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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core damage 

frequency is 

included as a test 

of modeling 

adequacy.  

Equivalent 

techniques may 

also be used.  

(See QU-10) 

sequences or cutsets 

with the HEPs set to 

values of 0.1 to 1.0 is 

one potential technique.  

Equivalent techniques 

may also be used. 

For those HEPs 

quantified, the total 

operating crew failure 

probability in a single 

cutset or sequence 

should not be less than 

1E-6 unless additional 

justification is provided.  

For example, sequences 

with time lines greater 

than 24 hours could be 

justified to have a total 

HEP contribution less 

than 5E-7. 

sequences or cutsets 

with the HEPs set to 

values of 0.1 to 1.0 is 

one potential technique.  

Equivalent techniques 

may also be used. 

For those HEPs 

quantified, the total 

operating crew failure 

probability in a single 

cutset or sequence 

should not be less than 

1E-6 unless additional 

justification is provided.  

For example, sequences 

with time lines greater 

than 24 hours could be 

justified to have a total 

HEP contribution less 

than 5E-7. 

sequences or cutsets 

with the HEPs set to 

values of 0.1 to 1.0 is 

one potential technique.  

Equivalent techniques 

may also be used. 

For those HEPs 

quantified, the total 

operating crew failure 

probability in a single 

cutset or sequence 

should not be less than 

1E-6 unless additional 

justification is provided.  

For example, sequences 

with time lines greater 

than 24 hours could be 

justified to have a total 

HEP contribution less 

than 5E-7. 

HR-27 

회복조치에서의 

낮은 

인적오류확률이 

아니었다면 

CDF에 

주요기여요소가 

될 수 있는 

사고경위의 

파악이 모델링 

적절성을 

시험(test)하기 

위해 포함됨. 

상응하는 기법이 

사용될 수 있음. 

(See QU-10) 

회복조치에서의 낮은 

인적오류확률이 

아니었다면 CDF에 

주요기여요소가 될 수 

있는 사고경위의 파악이 

모델링 정절성의 

시험(test)으로 포함될 수 

있다. HEP값을 0.1~1.0 

사이의 값으로 정한 

상태에서 사고경위나 

단절군(cutsets)을 

생성시키는 민감도 분석이 

하나의 가능한 기법이 될 

수 있다. 상응하는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정량화된 HEP 값들에 

회복조치에서의 낮은 

인적오류확률이 

아니었다면 CDF에 

주요기여요소가 될 수 

있는 사고경위의 파악이 

모델링 정절성의 

시험(test)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HEP값을 0.1~1.0 

사이의 값으로 정한 

상태에서 사고경위나 

단절군(cutsets)을 

생성시키는 민감도 분석이 

하나의 가능한 기법이 될 

수 있다. 상응하는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정량화된 HEP 값들에 

회복조치에서의 낮은 

인적오류확률이 

아니었다면 CDF에 

주요기여요소가 될 수 

있는 사고경위의 파악이 

모델링 정확도의 

시험(test)으로 

반드시(shall) 포함되어야 

한다. HEP값을 0.1~1.0 

사이의 값으로 정한 

상태에서 사고경위나 

단절군(cutsets)을 

생성시키는 민감도 분석이 

하나의 가능한 기법이 될 

수 있다. 상응하는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1 사고경위 정량화 

과정에 인적오류 

의존성 파악을 위해 

0.1~1의 HEP 사용 

안했음. 또한 

사고경위에 나타나는 

전체 인적오류의 

확률이 1.0E-6보다 

작은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이 

안나타났기에 Grade 

1으로 평가   

회복조치 적용전의 

사고경위 검토, 

사고경위내의 전체 

운전원 실패 오류가 

1.0E-6보다 작은지의 

여부 확인 이를 위해 

사고후 인적오류는 

보수적인 값(0.5나 

1)을 사용하여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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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대해, 어느 하나의 단절군 

또는 경위에서 전체 

운전조(operating crew) 

실패확률은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1E-6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예로, 

24시간 이상의 시간대에 

있는 경위들은 전체 HEP 

기여가 5E-7 이하가 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대해, 어느 하나의 단절군 

또는 경위에서 전체 

운전조(operating crew) 

실패확률은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1E-6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예로, 

24시간 이상의 시간대에 

있는 경위들은 전체 HEP 

기여가 5E-7 이하가 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정량화된 HEP 값들에 

대해, 어느 하나의 단절군 

또는 경위에서 전체 

운전조(operating crew) 

실패확률은 추가적인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1E-6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예로, 

24시간 이상의 시간대에 

있는 경위들은 전체 HEP 

기여가 5E-7 이하가 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HR-28 

DOCUMENTATIO

N 

•  Reflects the 

process used 

Documentation provides 

the general basis for 

HRA process.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HR-4 through 

HR-10. 

The documentation 

should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HR-4 through 

HR-10.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HR-28 

문서화 

 

사용된 분석 

과정을 반영함. 

문서화는 HRA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문서화는 기준(criteria) 

HR-4 ~ HR-10 각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 문서화는 분석과정에 

부합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문서화는 기준(criteria) 

HR-4 ~ HR-10 각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근거를 

반드시(shall) 제시하여야 

한다. 

 

그 문서화는 분석과정에 

부합된 결과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2 사고전 인적오류 

평가결과와 사고후 

인적오류 평가시 

cues등의  문서화에 

문제가 있음 

.  

관련 절차서 등의 검토 

결과 문서화  필요, 

사고전 인적오류 

선별되기전 목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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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고 

•  HR-29 

•  Includes an 

independent 

review for the 

documented 

results 

Independent review is 

performed and 

documented.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This should 

include operations 

personnel.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This should 

include operations 

personnel. 

    

HR-29 

문서화된 결과에 

대해 독립 검토를 

포함함. 

독립 검토가 이루어지고 

문서화된다. 

독립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 문서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운전요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독립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에 

의해 문서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운전요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2 IAEA peer review 등을 

거쳤지만 운전요원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Grade 2 평가  

IAEA peer review 등이 

항시 수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체 

체계적인 독립검토 

절차 마련 필요. 

아울러 운전요원의 

검토 참여 수행케 해야 

 

•  HR-30 

•  Provides the 

basis of the HRA 

and is traceable 

to plant specific 

or generic 

analysis. 

---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HRA proces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HRA process. 

    

HR-30 

HRA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발전소 고유 또는 

일반 분석에 

추적이 가능함 

blank (---)  문서화는 HRA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문서화는 HRA 과정에 

대한 근거를 반듯이 

(shall) 제공하여야 한다. 

3 HRA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기에 

Grade 3 평가. HRA 

정량화 과정이 추적 

가능하도록 여러 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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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7. 종속성 분석(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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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DE-1 

Guidance 

Described the 

process used 

General Description of 

the process is provided 

The documentation of 

the dependency analysis 

should be sufficiently 

well described in the 

documented results to 

act as guidance for 

future updates and 

revisions 

A specific guidance 

document should be 

available that specifies 

the process for the 

dependency analysis 

development and 

quantification including 

the updating process 

       

DE-1 

사용된 과정 

설명 

사용된 과정의 일반적인 

설명 제공 

종속성 분석에 대한 문서 

작성은 향후 업데이트와 

개정을 위해 절차서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도록 한다.   

업데이트 과정을 포함한 

종속성 분석 개발과 

정량화를 위해 특정 

절차서에 특정 종속성 

분석 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2 종속성에 대한 기술은 

보고서 전반에 흩어져 

기술되어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음  

종속성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서는 

없다. 

절차서 수준의 상세한 

지침 작성 

  

DE-2 

Consistent with 

industry 

practices 

General adherence to 

accepted industry 

approaches is included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performing the 

dependency analysis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The guidance for 

dependency analyses 

should be complete and 

detail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DE-2 

산업계의 실례와 

일치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포함  

문서 또는 특정 

절차서에서 종속성 분석 

수행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고, 

증명된 접근 방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종속성 분석에 대한 

지침은 완벽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증명된 접근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했지만 

타당한 근거 제공 

면에서 3등급을 

만족하기 어려움 

타당한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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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DE-3 

Sufficient detail 

provided for 

reproducing the 

evaluation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is available to 

describe general 

approaches used. The 

general description is 

sufficient to convince 

the reviewers that the 

process could be 

repeated with similar 

results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guidance 

sh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eans to 

obtain equivalent results 

The guidance for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produce the results 

       

DE-3 

계산을 재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정보 

제공  

문서나 특정 지침서에 

사용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설명한다. 

일반적인 설명은 그 

과정이 유사한 결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검토자에게 확신 시킬 

수 있을 정도이다.    

문서나 특정 절차서는 

동일한  

결과를 얻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작성 한다. 

(Obtaining equivalent 

result) 

절차서는 결과를 

재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작성한다. (Reproducing 

results) 

2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지침이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자세한 절차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이나 

문서 작성  

  

DE-4 

Inter System 

Dependency 

The 

dependencies of 

the front-line 

system to 

support systems 

and support 

systems to 

support systems 

are identified. 

This is typically 

done by a 

dependency 

matrix. 

Dependency 

matrices are 

useful tools but 

The documentation or 

computer model should 

provide a traceable 

pathway to describe 

the dependency 

relationship among 

systems 

A method to display the 

dependency relationship 

among systems should 

be provided in a 

documented fashion 

A dependency matrix or 

set of matrices (or their 

equivalent) shall be 

available to describe the 

dependency relationship 

among systems.  

The level of detail shall 

be at least to the train 

level. 

Documentation of the 

matrices should be quite 

tho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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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ate not 

considered 

necessary if 

sufficient 

documentation 

is available to 

assure quality of 

dependency 

assessments 

DE-4 

연계계통의 

종속성 

일차계통과 

보조계통간의 

종속성을 확인 

일반적으로 

종속성 

매트릭스를 

이용한다. 

종속성 

매트릭스는 

유용한 

기법이지만 

충분한 문서로 

종속성 평가의 

질을 보증할 수 

있으면 고려하지 

않는다.  

문서 또는 computer 

model 계통간의 종속성 

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추적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도록 한다 

계통간의 종속성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을 

문서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종속성 매트릭스 또는 

매트릭스 세트가  

계통간의 종속성 관계를 

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세성 정도는 최소한 

트레인 수준이어야 한다.   

Matrices에 대한 문서 

작성은 포괄적이도록 

한다.   

3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종속성을 파악하고 

있다. 

    

DE-5 

System/Initiator 

Dependencies 

The 

dependencies of 

the support 

systems and 

front-line 

systems to the 

initiating events 

The initiating event 

effects on front line 

and support systems 

can be inferred from 

the documentation. 

Support system 

initiating events may be 

treated conservatively 

by subsuming into 

more restrictive groups 

The initiating event 

effects on front line and 

support systems should 

be well documented via 

a matrix or equivalent. 

Critical support system 

initiating events should 

not be subsumed into 

more general initiating 

events. 

The initiating event 

effects on front line and 

support systems shall 

be well documented via 

a matrix or equivalent. 

Critical support system 

initiating events shall not 

be subsumed into more 

general initiating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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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are identified 

DE-5 

계통/사고유발인

자의 종속성  

초기사건에 대한 

보조계통과 

일차계통의 

종속성을 확인 

일차계통과 보조계통에 

의한 초기사건은 

문서에서 유추될 수 

있다. 보조계통에 의한 

초기사건은 더 제한적인 

그룹으로 적용하여 

보수적으로 다루어도 

된다.  

일차계통과 보조계통에 

의한 초기사건은 

매트릭스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잘 작성하도록 

한다.  

보조계통에 의한 주요 

초기사건은 보다 

일반적인 초기사건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일차계통과 보조계통에 

의한  

초기사건은 매트릭스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잘 

작성해야 한다.  

보조계통에 의한 주요 

초기사건은  보다 

일반적인 초기사건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3 5.3절의 각 계통별 

정점 사건 테이블에서 

기술. 

3장, 4장, 6장의 

초기사건 부분에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 

   

DE-6 

Methodology 

Support system 

and system to 

system 

interactions are 

treated in the 

event trees or 

linked fault 

trees. (AS-6) 

The explicit treatment 

of system to system 

dependencies should 

be modeled and there 

is clear traceable 

documentation 

The explicit treatment of  

system to system 

dependencies should be 

modeled and there is 

clear traceable 

documentation 

The explicit treatment of 

system to system 

dependencies shall be 

modeled and there is 

clear traceable 

documentation 

       

DE-6 

보조계통과 

계통간의 

상호작용은  

사건수목 또는 

고장수목 

연계에서 다룬다. 

(AS-6 참고) 

계통간의 종속성은 

명확히 모델하도록 

하고, 추적 가능한 

문서가 있다.  

계통간의 종속성은 

명확히 모델하도록 하고, 

추적 가능한 문서가 있다. 

계통간의 종속성은 

명확히 모델하여야 하고 

추적 가능한 문서가 

있다. 

3 계통 간의 종속성은 

보고서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고 판단 

 문서 

작성을 좀 

더 상세히 

DE-7 

Human 

Interactions 

The human 

interactions that 

can cut across 

system trains 

and can cause 

failure of 

Human interactions 

affecting multiple 

systems or safety 

functions should be  

-Searched for 

-Quantified in a best 

estimate fashion 

-Well documented 

Human interactions 

affecting multiple 

systems or safety 

functions should be  

-Searched for 

-Quantified in a best 

estimate fashion 

-Well documented 

Human interactions 

affecting multiple 

systems or safety 

functions shall be  

-Searched for 

-Quantified in a best 

estimate fashion 

-Well docu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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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multiple trains 

due to pre-

initiator and post 

initiator human 

interactions are 

identified and 

documented. 

(HR-26) 

Examples 

include: 

-Common 

cause 

miscalibration of 

similar sensors 

-Operator 

procedure-

based actions to 

terminate 

injection 

DE-7 

인적 상호작용 

다중계통 또는 다중 

안전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인적 상호작용을 

- 찾고 

- 최적 평가 방법으로 

정량화 

- 문서화 

하도록 한다. 

다중계통 또는 다중 안전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인적 

상호작용을 

- 찾고 

- 최적 평가 방으로 

정량화 

- 문서화 

하도록 한다. 

다중계통 또는 다중 안전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인적 

상호작용을 

- 찾고 

- 최적 평가 방으로 

정량화 

- 문서화 

해야 한다. 

3 부록 5 HRA에 기술    

DE-8 

Common Cause 

Similar 

components 

within a system 

are included in a 

common cause 

group (DA-9) 

Common cause groups 

should be established 

using a logical, 

systematic process that 

considers similarity in: 

-service conditions 

(standby vs. running) 

-design 

-maintenance 

-lubrication 

-fuel 

Common cause groups 

shall be established 

using a logical, 

systematic process that 

considers similarity in: 

-service conditions 

(standby vs. running) 

-design 

-maintenance 

-lubrication 

-fuel 

Common cause groups 

shall be established 

using a logical, 

systematic process that 

considers similarity in: 

-service conditions 

(standby vs. running) 

-design 

-maintenance 

-lubrication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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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spatial interactions -spatial interactions 

For the critical PRA 

systems, similar 

redundant components 

(i.e., pumps, MOVs, 

AOVs) within the system 

should either: 

a) be modeled for CCF 

or 

b) Have an analysis to 

specify why CCF 

modeling is not 

necessary 

For the critical PRA 

systems, similar 

redundant components 

(i.e., pumps, MOVs, 

AOVs) within the system 

shall either: 

a) be modeled for CCF 

or 

b) Have an analysis to 

specify why CCF 

modeling is not 

necessary 

-spatial interactions 

DE-8 

공통원인 

공통원인 그룹은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고려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이용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운전 상태 (standby 

vs. running) 

-환경 

- 설계 

- 보수 

- 윤활 

- 연료  

- 공간적 상호 작용 

공통원인 그룹은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고려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이용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운전 상태 (standby vs. 

running) 

-환경 

- 설계 

- 보수 

- 윤활 

- 연료  

- 공간적 상호 작용 

중요한 PRA 계통과 계통 

내에서 비슷한 중복 

기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만족하도록 한다: 

a) CCF로 모델 또는 

b) CCF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   

공통원인 그룹은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고려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이용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운전 상태 (standby 

vs. running) 

-환경 

- 설계 

- 보수 

- 윤활 

- 연료  

- 공간적 상호 작용 

중요한 PRA 계통과 계통 

내에서 비슷한 중복 

기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만족하도록 한다: 

a) CCF로 모델 또는 

b) CCF 모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   

2 부록의 CCF 기술 

부분에 CCF 사건 

확률은 고장 모드별로 

U34 에 맞게 

mapping up & down 

에 따라 impact 

analysis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CCF 분석을 

하도록 노력함. 

6장과 부록의 CCF 

기술 부분 참조 

NUREG/CR-4780을 

CCF 분석 시에 참고 

자료로 활용, 

공통원인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CCF 모델의 필요 

여부 분석 및 설명 

부족 

공통원인 그룹 설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침에 따라 모델 

확인 필요 

  

DE-9 

NUREG/CR-

4780 

  NUREG/CR-4780 (EPRI 

NP-5613 or equivalent) 

system approach should 

NUREG/CR-4780 (EPRI 

NP-5613 or equivalent) 

system approach shall 

       



 206

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methodology or 

equivalent is 

used to develop 

the component 

groups 

OR 

NUREG/CR-

4780 

methodology or 

equivalent 

supported by 

plant specific 

operating 

experience is 

used to ensure 

grouping is 

adequate 

OR 

Full NUREG/CR-

4780 application 

or its equivalent 

(DA-12 & DA-

14) 

be used to provide plant 

specific grouping of 

similar system 

components for CCF 

treatment 

be used to provide plant 

specific grouping of 

similar system 

components for CCF 

treatment 

DE-9 

NUREG/CR-

4780 방법 또는 

동일한 방법을 

기기 그룹 

개발에 이용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유사 계통 기기의 발전소 

특정 그룹핑을 제공하기 

위해 NUREG/CR-4780 

(EPRI NP-5613 or 

equivalent)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유사계통 기기의 발전소 

특정 그룹핑을 제공하기 

위해 NUREG/CR-4780 

(EPRI NP-5613 or 

equivalent)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초기 사용 방법이 

NUREG/CR-

4780이므로 대략적인 

방법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DE-10 

Spatial 

Dependencies 

Spatial 

challenges that 

can result in 

dependencies 

Flooding initiators and 

subsequent accident 

sequences should be 

traceable to their 

disposition. 

Documentation of the 

"other” effects may be 

Flooding initiators and 

subsequent accident 

sequences should be 

traceable to their 

disposition. 

This should include 

identification of: 

Flooding initiators and 

subsequent accident 

sequences shall be 

traceable to their 

disposition. 

This shall include 

identif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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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among 

components are 

included in the 

model for: 

-Flooding 

-High 

temperature 

-Inadvertent 

Sprinkler 

operation 

-Missiles 

(turbine0driven 

EFW/AFW 

pumps for 

PWRs) 

-Intake 

anomalies (ice 

frazil, bio-

fouling) 

weak and complete 

analysis may not be 

available 

-Flood sources  

-Flood initiating event 

frequency including 

maintenance induced 

flooding 

-Propagation pathways 

-Affected mitigation 

equipment 

-Flood scenarios 

Other spatial 

dependencies should be 

noted in the System 

Notebook or the plant 

walkdown 

-Flood sources  

-Flood initiating event 

frequency including 

maintenance induced 

flooding 

-Propagation pathways 

-Affected mitigation 

equipment 

-Flood scenarios 

Other spatial 

dependencies shall be 

noted in the System 

Notebook or the plant 

walkdown 

DE-10 

공간상의 종속성 

홍수 유발인자와 이로 

인한  

사고 경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영향에 대한 문서 

작성은 자세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분석이 

이용가능하지 않아도 

된다.  

홍수 유발인자와 이로 

인한 사고 경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 홍수원 

·홍수에서 기인한 보수를 

포함한 홍수 초기사건 

빈도 

·전파 경로 

·영향 받는 사고 완화용 

기기 

·홍수 사고 경위 

·다른 공간상의 종속성은 

System Notebook이나 

발전소 답사 문서에 

정리하도록 한다.  

홍수 유발인자와 이로 

인한 사고 경위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홍수원 

·홍수에서 기인한 보수를 

포함한 홍수 초기사건 

빈도 

·전파 경로 

·영향 받는 사고 완화용 

기기 

·홍수 사고 경위 

·다른 공간상의 종속성은 

System Notebook이나 

발전소 답사 문서에 

정리하도록 한다.  

3 U34 PSA에서 내부 

홍수는 외부사건으로 

분류. 

외부사건에서 홍수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조사하였고 발전소 

답사 문서도 작했다. 

  

DE-11 

Walkdown 

A walkdown of critical 

plant areas should be 

A walkdown of critical 

plant areas should be 

A complete plant 

wal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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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Specifically 

examines the  

spatial 

dependencies 

that could affect 

the system or 

intersystem 

reliabilities or 

initiating events 

performed performed and 

documented 

of critical areas shall be 

performed and well 

documented, including 

photographs 

DE-11 

발전소 답사 

계통이나 

계통간의 신뢰도 

또는 초기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상의 

종속성을 특별히 

조사 

발전소에서 중요 지역에 

대한 답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발전소에서 중요 지역에 

대한  

답사를 수행하고 문서로 

작성하도록 한다.  

발전소에서 중요 지역에 

대한 

발전소 답사를 수행해야 

하고 사진을 포함한 문서 

작성을 해야 한다.  

3 내부 홍수가 

외부사건으로 

분류됨에 따라 Level 

1 관점에서는 주로 

HRA와 관련된 

부분에 관점을 두고 

현장 답사 

 내부 홍수 

등과 

관련된 

사항까지도 

요구하는 

것인 

경우에 

등급 판정 

달라짐 

 

DE-12 

Documentation 

Reflects the 

process used 

The documentation 

should be adequate to 

identify the type pf 

process used 

The documentation level 

of detail shall be 

adequate for a general 

confirmation of the 

model and its approach.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The process used in the 

dependency analysis 

shall be accurately 

reflected in the 

documentation.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DE-12 

문서 작성 

사용된 방법 

반영 

문서가 사용된 방법의 

유형을 확인하는데 

적절하도록 한다.  

문서의 상세성 수준은 

모델과  

그 접근방법의 일반적 

확인을 위해 적절해야 

한다.  

문서에 방법과 일치하는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종속성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을 문서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문서에 방법과 일치하는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3 보고서를 통해 사용된 

방법의 유형 정도만을 

확인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 

종속성 분석에 사용된 

방법을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하고, 

결과에 대한 기술 

필요  

  

DE-13 

Includes an 

An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Independent review shall 

be perform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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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2 3 4 
등

급 
판단 근거 

필요 보완 사항(3등급 

수준 만족) 
비고 

independent 

review for the 

documented 

results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DE-13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포함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전문가가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전문가가 독립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하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3 IAEA IPERS, Safety 

Mission 수행 

 독립검토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DE-14 

Provides the 

basis of the 

dependency 

treatment and if 

traceable to 

plant specific or 

generic analysis 

The level of detail of 

the documentation 

should be sufficient for 

independent reviewers 

to confirm the process 

and the inputs and 

outputs of the analysis 

The details of the 

dependency treatment 

should be traceable to 

accepted methods and 

data sources 

The details of the 

dependency treatment 

shall be traceable to 

accepted methods and 

data sources 

       

DE-14 

종속성 처리의 

근거를 제공하고 

대상 발전소 

분석 또는 

일반적인 분석의 

추적을 

가능하도록 한다. 

문서 작성의 상세성 

정도는  

독립적인 검토자가 

방법과 분석을 위한 

입력과 출력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도록 

한다. 

종속성 처리의 상세 

정도는 사용된 방법과 

자료원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  

종속성 처리의 상세 

정도는 사용된 방법과 

자료원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3 종속성에 처리에 대한 

근거의 기술이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처리 

방법과 사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3등급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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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8. 정량화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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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

고 

QU-1 

 Guidance 

용된 과정에 대한 기술 

정량화 과정에 대한 

general description이 

제공되어야 한다 

(should) 

정량분석 절차에 관한 

문서가 잘 정리되고 

문서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정량분석을 update하고 

개정하는데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should) 

정량화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 절차 등을 포함하는 

specific guidance가 있어야 

한다. (should) 

2 대상자는 정량화 

전문가가 아닌 PSA 

전문가가 대상이다. 

현재 정량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문서화 

되어 있으나, 정량화 

파일 안에 포함된 

상세한 내용은 안내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PSA 전문가가 

정량화를 개정할 

수 있는 수준, 즉 

정량화 파일 내에 

숨어 있는 내용을 

문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QU-1 

GUIDANCE 

Describes the 

process used 

General description of 

the quantification 

process should be 

provided. 

The documentation of the 

quantification process 

should be sufficiently well 

described in the 

documented results to act 

as guidance for future 

updates and revisions. 

A specific guidance document 

should be available that 

specifies the process for 

quantification including the 

updating process. 

    

 QU-2 

산업체 관행과의 

일치 여부 

Accept된 산업체 관행과 

일치하여야 한다 

(should) 

정량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사항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입증된 분석 

방법론과의 일관성 문제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should) 

정량분석에 대한 guidance가 

완벽하고 상세하여야 하며, 

입증된 분석 방법론과의 일관성 

문제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should) 

3 정량화의 기본 사항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으며, 입증된 

분석 방법론과의 

일관성이 유지 

  

 QU-2 

Consistent with 

industry practices 

General adherence to 

accepted industry 

approaches should be 

included. 

The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performing the 

quantification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The guidance for 

quantification should be 

complete and detail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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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3 

평가결과를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상세정보의 

충분 정도 

사용된 general 

approach를 

기술하는데에는 

documentation 이나 

separate specific 

guidance가 유용하다.  

General description은 

검토자로 하여금 같은 

결과가 재생산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면 

충분하다  (See also 

QU-4/6/7) 

 평가결과를 재생산하는 

방법으로써 documentation 

이나 separate specific 

guidance가 제공되어야 

한다 (should)    

 최종 cutset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할 cutset이 발전소 

보수나 운전으로 인해 상호 

배타적인 사건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예로서는  

technical specification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non-physical cutsets 

등이다.  상호 배타적인 

사건에 속하는 cutset은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거할 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문서화 해야 

한다(should).  (See also 

QU-4/6/7) 

 Guidance는 평가결과를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반드시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shall)    

 최종 cutset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할 cutset이 발전소 

보수나 운전으로 인해 상호 

배타적인 사건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예로서는  technical 

specification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non-physical 

cutsets 등이다.  상호 

배타적인 사건에 속하는 

cutset은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제거할 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문서화 해야 

한다(should).      

 Guidance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should)  

(1) 결과 해석이나 모델 사용 

측면에서 non-minimal 

sequence and/or cutsets 의 

처리 문제 

(2) establishing max. FT 

truncation limits based on a 

number of decades below the 

FT quantification, the number 

of cutsets obtained, or 

convergence;  

(3) 수행된 민감도분석과 

불확실성 분석에 대한 확인  

(4) ET의 각 heading에 대한 

상세 설명  

(5) when and how to use 

tranfers;  

2 평가결과를 재생산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접근 

시에는 제공된 문서나 

파일로 충분하나, 상호 

배타적인 사건에 대한 

cutset을 제거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 및 이유 

등이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음  

상호 배타적인 

사건에 대한 

cutset을 제거할 

경우 이에 대한 

근거 및 이유 등을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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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퓨터 파일을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사용한 

truncation limits은 얼마인가? 

 상기와 같은 사항들은 정량화 

업데이트 시에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should). (See 

also QU-4/6/7)) 

QU-3 

Sufficient detail 

provided for 

reproducing the 

evaluation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is available to 

describe general 

approaches used.  The 

general description is 

sufficient to convince 

the reviewers that the 

process could be 

repeated with similar 

results. 

(See also QU-4, QU-6, 

QU-7) 

•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eans to obtain 

equivalent results. 

•  The mutually exclusive 

event file presents the 

combinations which are 

assumed not to occur in 

the final cutset result due 

to plant maintenance 

practices or operation. 

Examples include technical 

specification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non-physical cutsets. 

Entries in the mutually 

exclusive file should be 

documented regarding the 

basis for their removal from 

the final solution.. 

(See also QU-4, QU-6, 

QU-7) 

•  The guidance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produce the results. 

•  The guidance should include 

the specific steps performed. 

•  The mutually exclusive event 

file presents the combinations 

which are assumed not to 

occur in the final cutset result 

due to plant maintenance 

practices or operation. 

Examples include technical 

specification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non-physical 

cutsets. Entries in the mutually 

exclusive file should be 

documented regarding the 

basis for their removal from 

the final solution. 

•  Guidance should be provided 

regarding: (1) the treatment of 

non-minimal sequences 

and/or cutsets as part of the 

results interpretation and use 

of the model; (2) establishing 

maximum fault tree truncation 

limits, based on a number of 

decades below the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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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fication, the number of 

cutsets obtained, or 

convergence; (3) The 

sensitivity/uncertainty analysis 

to be performed should be 

identified; (4)  description of 

levels of detail for ET nodes; 

(5) when and how to use 

transfers; (6) how to set up 

the computer files, what 

truncation limits to use. 

This should ensure 

consistency between 

updates.(See also QU-4, QU-

6, QU-7) 

 QU-4 

사용된 base 

computer code와 

코드의 inputs은 

합당한 결과가 

생산되도록 시험 

및 검증을 받아야 

한다.  (3)(4) 

Cutset order에 근거한 

cutset truncation이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should).  Rare 

event approximation이 

적용되지 않는 평가에 

있어서 컴퓨터 코드 사용 

시나 PRA 적용 시에는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should).  

만약 사건수목에서 성공 

branch가 0.9보다 작을 

경우에는 numerically 

correct estimate가 

사용되어야 

한다(should). 

Cutset order에 근거한 

cutset truncation이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should).  Rare event 

approximation이 적용되지 

않는 평가에 있어서 컴퓨터 

코드사용 시나 PRA 적용 

시에는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should).  만약 

사건수목에서 성공 

branch가 0.9보다 작을 

경우에는 numerically 

correct estimate가 

사용되어야 한다(should).  

계통실패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truncation limit을 

complementary success 

branch에도 사용하여야 

한다(shall).  Independent 

module을 사용할 경우 

truncation limit에서의 

Cutset order에 근거한 cutset 

truncation이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shall).  Rare event 

approximation이 적용되지 

않는 평가에 있어서 컴퓨터 

코드 사용시나 PRA 적용 

시에는 이런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should).  만약 

사건수목에서 성공 branch가 

0.9보다 작을 경우에는 

numerically correct estimate가 

사용되어야 한다(shall).  

계통실패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truncation limit을 

complementary success 

branch에도 사용하여야 

한다(shall).  Independent 

module을 사용할 경우 

truncation limit에서의 

reduction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shall).   House event file 

및 disallowed maintenance 

3 Grade3에서 제시한 

모든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house event file 

및 disallowed 

maintenance (DAM) 

file의 검토 및 확인은 

정량화 파일을 통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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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should).   House 

event file 및 disallowed 

maintenance (DAM) file의 

검토 및 확인을 통해 

quality를 보증할 수 

있으므로 수행하여야 

한다(should). 상기 

파일들은 근본적으로 모델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 검토하기 쉽지 

않다. 

(DAM) file의 검토 및 확인을 

통해 quality를 보증할 수 

있으므로 수행하여야 

한다(shall). 상기 파일들은 

근본적으로 모델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직관적으로 

검토하기 쉽지 않다. 

QU-4 

CODE 

The base computer 

code and its inputs 

have been tested 

and demonstrated 

to produce 

reasonable 

answers.(3), (4) 

Cutset truncation based 

on cutset order shall not 

be performed. 

For evaluations in which 

the rare event 

approximation does not 

apply, the computer 

code or its application 

to the PRA should 

properly account for this 

situation. 

If success branches of 

event trees are less than 

0.9, the numerically 

correct estimate should 

be used. 

Cutset truncation based on 

cutset order shall not be 

performed. 

For evaluations in which 

the rare event 

approximation does not 

apply, the computer code 

or its application to the 

PRA should properly 

account for this situation. 

If success branches of 

event trees are less than 

0.9, the numerically correct 

estimate shall be used. 

The same truncation limit 

used in evaluating system 

failures shall be used in the 

complementary success 

branches. 

Use of independent 

modules should not allow 

reduction in the truncation 

limit. 

The review and 

confirmation of the house 

Cutset truncation based on 

cutset order shall not be 

performed. 

For evaluations in which the 

rare event approximation does 

not apply, the computer code 

or its application to the PRA 

should properly account for 

this situation. 

If success branches of event 

trees are less than 0.9, the 

numerically correct estimate 

shall be used. 

The same truncation limit used 

in evaluating system failures 

shall be used in the 

complementary success 

branches. 

Use of independent modules 

should not allow reduction in 

the truncation limit. 

The review and confirmation of 

the house event file and the 

disallowed maintenance (DAM) 

file shall be perform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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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file and the 

disallowed maintenance 

(DAM) file should be 

performed to ensure 

quality.  These files can 

fundamentally change the 

model results and are 

difficult to check intuitively. 

ensure quality.  These files 

can fundamentally change the 

model results and are difficult 

to check intuitively. 

 QU-5 

The simplified 

model (cutset 

model)은 일반적인 

적용 시 합당한 

결과의 도출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한다. (2) 

The simplified model 

(cutset model)은 

일반적인 적용 시 합당한 

결과의 도출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하거나 (should) 

또는 사용되지 않는다. 

(2) 

The simplified model 

(cutset model)은 일반적인 

적용 시 합당한 결과의 도출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하거나 

(should) 또는 사용되지 

않는다. (2) 

The simplified model (cutset 

model)은 일반적인 적용 시 

합당한 결과의 도출 여부를 

반드시 검증 받아야 하거나 

(shall) 또는 사용되지 않는다. 

(2) 

4 KIRAP은 simplified 

model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현 기술 

수준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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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5 

The simplified 

model (cutset 

model) is 

demonstrated to 

produce reasonable 

results for typical 

applications.(2) 

The simplified model 

(cutset model) is 

demonstrated to 

produce reasonable 

results for typical 

applications or is not 

used. 

The simplified model 

(cutset model) should be 

demonstrated to produce 

reasonable results for 

typical applications or is 

not used. 

The simplified model (cutset 

model) shall be demonstrated 

to produce reasonable results 

for typical applications or is 

not used. 

    

 QU-6 

Application이 

컴퓨터 코드의 

능력 한계로 인해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 

각 컴퓨터 코드는 사용시 

각기 모순(불일치)된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경험자로 하여금 

사용시 많은 어려움을 

만든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나 코드의 한계에 

대한 설명 등이 문서화 

되어야 한다(should). :   

 사건수목 상에서 다른 

사건수목으로 전이되는 

표제가 성공 또는 실패 

사항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한다.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의 

truncation limit이 같지 

않은 경우 

 K of N gate 사용 제한  

 사건수목 상에서 큰 

실패확률을 지닐 경우 

몇몇 코드는 정량화 시 

큰 실패 확률에 따른 

성공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각 컴퓨터 코드는 사용시 

각기 모순(불일치)된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경험자로 하여금 사용시 

많은 어려움을 만든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나 코드의 

한계에 대한 설명 등이 

문서화 되어야 

한다(should). :   

 사건수목 상에서 다른 

사건수목으로 전이되는 

표제가 성공 또는 실패 

사항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한다.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의 

truncation limit이  

 K of N gate 사용 제한  

 사건수목 상에서 큰 

실패확률을 지닐 경우 몇몇 

코드는 정량화 시 큰 실패 

확률에 따른 성공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성공확률을 1로서 계산 

각 컴퓨터 코드는 사용시 각기 

모순(불일치)된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비경험자로 

하여금 사용시 많은 어려움을 

만든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나 코드의 한계에 대한 

설명 등이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한다(shall). :   

 사건수목 상에서 다른 

사건수목으로 전이되는 표제가 

성공 또는 실패 사항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한다.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의 

truncation limit이 

 K of N gate 사용 제한  

 사건수목 상에서 큰 실패확률을 

지닐 경우 몇몇 코드는 정량화 

시 큰 실패 확률에 따른 성공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성공확률을 1로서 계산 

3 옆에 제시된 각 사항에 

대해서 코드상의 

문제점은 없는 

상태이므로 등급 3으로 

평가, 예를 들면 delete 

term 기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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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확률을 1로서 계산  

QU-6 

Applications are not 

limited by the 

capabilities of the 

computer code. 

Each computer code in 

use has its own 

inconsistencies that 

make it difficult for 

inexperienced users.  

There should be written 

guidance or set of code 

limitations that treat 

such issues as:   

•  Transfers between event 

trees may not carry the 

success terms or 

previous failure terms 

•  Truncation limits in fault 

trees different than 

sequence truncation 

values 

•  K of N gate limits 

•  For high conditional 

failure probabilities in 

event trees, some 

codes may not 

quantitatively account 

for the success branch 

probability being less 

than 1.0. 

Each computer code in use 

has its own inconsistencies 

that make it difficult for 

inexperienced users.  

There should be written 

guidance or set of code 

limitations that treat such 

issues as:   

•  Transfers between event 

trees may not carry the 

success terms or previous 

failure terms 

•  Truncation limits in fault 

trees different than 

sequence truncation values 

•  K of N gate limits 

•  For high conditional failure 

probabilities in event trees, 

some codes may not 

quantitatively account for 

the success branch 

probability being less than 

1.0. 

Each computer code in use 

has its own inconsistencies 

that make it difficult for 

inexperienced users.  There 

shall be written guidance or 

set of code limitations that 

treat such issues as:   

•  Transfers between event trees 

may not carry the success 

terms or previous failure terms 

•  Truncation limits in fault trees 

different than sequence 

truncation values 

•  K of N gate limits 

•  For high conditional failure 

probabilities in event trees, 

some codes may not 

quantitatively account for the 

success branch probability 

being less tha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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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7 

SIMPLIFIED 

MODEL 

Simplified model 

(e.g., solved 

model)의 

limitation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Cutset model, saved 

sequence model 또는 

기타 다른 simplified 

model을 사용시 그 

모델의 한계로 인해 

응용이 불가능한 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should). 

Cutset model, saved 

sequence model 또는 기타 

다른 simplified model을 

사용시 그 모델의 한계로 

인해 응용이 불가능한 

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should).  

Saved sequence model인 

RISKMAN이나 FT에 링크된 

code cutset model은 

application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한계점들은 이후의 정량화 

담당자나 maintenance rule 

expert panel과 같은 

사용자을 위해 문서화 

되어야 한다(should). 

이러한 한계점은 모델에서 

불균형을 이루는 사항들이나 

또는 잘못된 importance 

measure를 초래하는 

truncation limit에 관한 

사항들이다. 

Cutset model, saved sequence 

model 또는 기타 다른 

simplified model을 사용시 그 

모델의 한계로 인해 응용이 

불가능한 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should).  

Saved sequence model인 

RISKMAN이나 FT에 링크된 

code cutset model은 

application시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한계점들은 이후의 

정량화 담당자나 maintenance 

rule expert panel과 같은 

사용자을 위해 문서화 되어야 

한다(should). 이러한 한계점은 

모델에서 불균형을 이루는 

사항들이나 또는 잘못된 

importance measure를 

초래하는 truncation limit에 

관한 사항들이다. 

N

/A

KIRAP은 cutest 

model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QU-7 

SIMPLIFIED 

MODEL 

The simplified 

model (e.g., solved 

cutset) limitations 

are clearly 

identified. 

The use of the “cutset” 

model or the “saved 

sequence” model, or 

any other simplified 

model should have a set 

of limitations 

documented that allow 

the user to check 

whether the limitations 

would impact the 

application. 

The use of the “cutset” 

model or the “saved 

sequence” model, or any 

other simplified model 

should have a set of 

limitations documented that 

allow the user to check 

whether the limitations 

would impact the 

application. 

The RISKMAN “saved 

sequence” model or fault 

The use of the “cutset” model 

or the “saved sequence” 

model, or any other simplified 

model should have a set of 

limitations documented that 

allow the user to check 

whether the limitations would 

impact the application. 

The RISKMAN “saved 

sequence” model or fault tree 

linked code cutset models 

have a number of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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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linked code cutset 

models have a number of 

limitations when it comes 

to applications.  These 

limitations are in general 

well known.  However the 

limitations should be 

documented for both future 

members of the PSA group 

or the users of the PSA 

such as the Maintenance 

Rule Expert Panel.  These 

limitations include issues 

related to asymmetry in the 

model or in conditions 

related to truncation limits 

that lead to incorrect or 

misleading importance 

measures. 

when it comes to applications.  

These limitations are in 

general well known.  However 

the limitations should be 

documented for both future 

members of the PSA group or 

the users of the PSA such as 

the Maintenance Rule Expert 

Panel.  These limitations 

include issues related to 

asymmetry in the model or in 

conditions related to 

truncation limits that lead to 

incorrect or misleading 

importance measures. 

QU-8 

DOMINANT 

SEQUENCES/CUT

SETS 

주요 cutset이나 

sequence에 대한 

physical sense를 

가져야 한다. 

주요 cutset에 대한 

검토를 통해 cutset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또한 cutset 결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hould). 

주요 cutset에 대한 검토를 

통해 cutset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또한 cutset 결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hould).  유사 

발전소의 검토에서 나타난 

사고경위가 해당 발전소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should).  사고경위가 

부적절하게 제외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House Events (or Flag 

Files)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should). 

주요 cutset에 대한 검토를 

통해 cutset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또한 cutset 결과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should).  

유사 발전소의 검토에서 나타난 

사고경위가 해당 발전소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should).  사고경위가 

부적절하게 제외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House Events (or Flag Files)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should). 

4 이는 PSA 모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량화 

결과에 대한 보증 

문제로서 울진 3,4의 

경우 영광 3,4 및 Palo 

Verde와의 중요 

사고경위 및 cutset를 

비교 평가 완료, 또한 

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house event에 대한 

검토 수행, 따라서 

4등급까지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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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8 

DOMINANT 

SEQUENCES/ 

CUTSETS 

The dominant cut 

sets or sequences(1) 

 Make physical 

sense 

A review of the 

dominant cutsets should 

be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reasonableness of the 

cutset results and to 

identify that there are no 

anomalies in the cutset 

results.  

A review of the dominant 

cutsets shall be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reasonableness of the 

cutset results and to 

identify that there are no 

anomalies in the cutset 

results. 

A review of the dominant 

cutsets shall be performed to 

demonstrate the 

reasonableness of the cutset 

results and to identify that 

there are no anomalies in the 

cutset results. 

    

QU-9 

주요 cutset이나 

sequence에는 

가능한 경우에 

공통원인 가능성을 

포함한다. (see 

DA-

8,9,10,12,13,14) 

공통원인 처리에 관한 

사항들은 정량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should). 

공통원인고장 확률은 key 

group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공통원인 데이터가 

사용되어야 한다(should).  

공통원인 처리는 CDF나 

LERF에 주요한 

기여인자로써 정량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should). 

공통원인고장 확률은 key 

group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공통원인 데이터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소 specific 

applicability 하기 위해서  

NUREG/CR-4780에 나타난 

대로 공통원인 데이터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shall).  

공통원인 처리는 정량화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shall). 

2 여기에서 최근의 

공통원인고장 데이터는 

NRC/INEEL CCF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RPS/ESFAS의 

경우에는 NUREG/CR-

5500을 의미, 그러나 

현재 모델에서는 상기 

공통원인고장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급 2에 해당 

옆에 제시한 

최근의 

공통원인고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QU-9 

Include common 

cause potential 

where appropriate 

(See DA-

8,9,10,12,13,14) 

The common cause 

treatment should be 

included into the 

quantification process.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should be 

included for key groups 

and the latest common 

cause data should be used. 

The common cause 

treatment should be 

included into the 

quantification process for 

dominant contributors to 

CDF and LERF.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shall be included 

for key groups and the latest 

common cause data shall be 

used, plus a search for plant 

specific applicability of the 

common cause data shall be 

performed consistent with 

NUREG/CR-4780. 

The common cause treat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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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10 

주요 cutset이나 

sequence 내 

multiple HEPs이 

같은 cutset이나 

sequence에 있을 

경우 human 

action사이의 

종속성을 고려한다. 

인간행위 사이에서의 

종속성 문제는 PSA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should).  낮은 

인간오류값으로 인해 

CDF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고경위가 되지 못한 

사고경위들을 확인하여 

모델링 적절성 여부 

차원으로서 시험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인간행위 사이에서의 종속성 

문제는 PSA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should).  

낮은 인간오류값으로 인해 

CDF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고경위가 되지 못한 

사고경위들을 확인하여 

모델링 적절성 여부 

차원으로서 시험해야 

한다(should).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인간행위 사이에서의 종속성 

문제는 PSA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shall).  낮은 

인간 오류값으로 인해 CDF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고경위가 

되지 못한 사고경위들을 

확인하여 모델링 적절성 여부 

차원으로서 시험해야 

한다(shall).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3 낮은 인간오류값으로 

인해 CDF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고경위가 

되지 못한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모델링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등급 3에 해당. 

  

QU-10 

Include 

dependency 

among human 

actions when 

multiple HEPs are 

in the same cutset 

or sequence 

(See HR, 26,27) 

The 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should 

be evaluated in the PSA 

process. 

Identification of 

sequences that, but for 

low human error rates, 

would have been 

dominant contributors to 

core damage frequency 

included as a test of 

modeling adequacy.  

Equivalent techniques 

may also be used. 

The 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shall be 

evaluated in the PSA 

process. 

Identification of sequences 

that, but for low human 

error rates, would have 

been dominant contributors 

to core damage frequency 

should be included as a 

test of modeling adequacy.  

Equivalent techniques may 

also be used. 

The 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shall be 

evaluated in the PSA process. 

Identification of sequences 

that, but for low human error 

rates in, would have been 

dominant contributors to core 

damage frequency shall be 

included as a test of modeling 

adequacy.  Equivalent 

techniques may also be used. 

    

QU-11 

유사 발전소에 

대한 가능한 주요 

cutset이나 

사고경위를 

빠뜨리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되는 가능한 

이유는  

다른 발전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cutset이 

현재 분석 중인 

발전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 발전소에 대한 

cutset이나 사고경위를 

검토 또한 문서화 하지 

않는다. 

다른 발전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cutset이 현재 

분석 중인 발전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 

발전소에 대한 cutset이나 

사고경위를 검토 또한 

문서화해야 한다(should). 

다른 발전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cutset이 현재 분석 

중인 발전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유사 발전소에 대한 cutset이나 

사고경위를 반드시 검토 또한 

문서화해야 한다(shall). 

3 울진 3,4의 경우 영광 

3,4 및 Palo Verde와의 

중요 사고경위 및 

cutset를 비교 검토를 

수행, 또한 Palo 

Verde의 운전 중 설계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수행, 따라서 등급 3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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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발전소간의 

물리적 또는 

절차상의 차이  

(b) 문서화된 

가정사항의 차이 

(c) 가정사항을 

대신하는 상세 

모델링이나 

데이터의 차이 

QU-11 

Are not missing 

potentially 

dominant cut sets 

or sequences for 

similar plants.  

Possible reasons 

for differences 

include:  (a) 

physical plant or 

procedural 

differences among 

plants; (b) 

documented 

assumptions; (c) 

detailed modeling 

or data to supplant 

assumptions. 

The cutsets or 

sequences from similar 

plants are not reviewed 

or are not documented 

to ensure that dominant 

cutsets which have 

been observed at other 

plants should not be 

present in the analyzed 

plant. 

The cutsets or sequences 

from similar plants should 

be reviewed to ensure that 

dominant cutsets which 

have been observed at 

other plants should not be 

present in the analyzed 

plant. 

The cutsets or sequences 

from similar plants shall be 

reviewed to ensure that 

dominant cutsets which have 

been observed at other plants 

should not be present in the 

analyzed plant. 

    

QU-12 

Asymmetry : 모델 

불균형(asymmetry)

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 모델링 

- 발전소 보조계통  

- 정상운전 시 

System notebook, event 

tree notebook 또는 

results summary에는 

불균형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통 

내 불균형 또는 계통 

모델링에서의 불균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System notebook ,event 

tree notebook 또는 results 

summary에는 불균형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통 내 불균형 또는 

계통 모델링에서의 불균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should).  기기, 계통 

및 계통 트레인의 중요도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System notebook ,event tree 

notebook 또는 results 

summary에는 불균형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통 내 불균형 또는 계통 

모델링에서의 불균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should).  기기, 계통 및 

계통 트레인의 중요도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디자인, 

2 보고서 및 system 

notebook에 계통내 

불균형 또는 계통 

모델링에서의 불균형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등급 2를 만족 

기기, 계통 및 계통 

트레인의 중요도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디자인, 

데이터, 운전 철학 

및 운전 조건 등을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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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기   

- 인근 호기에 

cross-tie 

디자인, 데이터, 운전 철학 

및 운전 조건 등이 

문서화되어야 한다(should).  

이러한 정보는 failure, on-

line outage decision, 

modification and accident 

response 등과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쓰여져야 

한다(should). 

데이터, 운전 철학 및 운전 

조건 등이 문서화되어야 

한다(should).  이러한 정보는 

failure, on-line outage 

decision, modification and 

accident response 등과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쓰여져야 

한다(should). 

QU-12 

•  Asymmetry:  

The model 

asymmetry is well 

described in terms 

of: 

 modeling 

 plant support 

systems 

- normally running 

equipment 

cross-ties to an 

adjacent unit 

The system notebooks, 

the event tree notebook, 

or the results summary 

do not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asymmetries in  

systems or in the 

modeling of systems 

adequate for a complete 

evaluation of the 

asymmetries.  

The system notebooks, the 

event tree notebook, or the 

results summary should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asymmetries in  systems 

or in the modeling of 

systems. 

The design, data, operating 

philosophy, and operating 

conditions that can lead to 

asymmetries in the 

importance of components, 

systems, or system trains 

should be documented.  

This information should be 

useful in assessing 

implications of failures, on-

line outage decisions, 

modifications, and accident 

response. 

The system notebooks, the 

event tree notebook, or the 

results summary shall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asymmetries in  systems or in 

the modeling of systems. 

The design, data, operating 

philosophy, and operating 

conditions that can lead to 

asymmetries in the importance 

of components, systems, or 

system trains should be 

documented.  This 

information should be useful in 

assessing implications of 

failures, on-line outage 

decisions, modifications, and 

accident response. 

    

QU-13 

정량모델에서의 

불균형(예를 들면 

두 개 트레인 중 

한 트레인은 운전 

중, 나머지 한 

트레인은 대기중)은 

문서화 되어 

정량모델(quantitative 

modeling)에서의 

불균형이 모델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지 

않다. 

정량모델(quantitative 

modeling)에서의 불균형이 

모델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should). 

정량모델(quantitative 

modeling)에서의 불균형이 

모델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shall). 

3 정량모델의 불균형이 

모델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보고서 

계통설명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등급 3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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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U-13 

Asymmetry:  Any 

modeling 

quantitative 

asymmetry (e.g., 

one train of dual-

train system 

modeled as in-

service, other in 

standby) is 

documented and is 

well understood so 

that applications 

affected by 

asymmetry can be 

determined. 

Asymmetries in 

quantitative modeling 

are not explained and 

examined to provide 

application users the 

necessary 

understanding regarding 

why such asymmetries 

are present in the 

model. 

Asymmetries in quantitative 

modeling should be 

explained and examined to 

provide application users 

the necessary 

understanding regarding 

why such asymmetries are 

present in the model. 

Asymmetries in quantitative 

modeling shall be explained 

and examined to provide 

application users the 

necessary understanding 

regarding why such 

asymmetries are present in the 

model. 

    

 QU-14 

Linked  FT를 

사용할 경우 

circular logic이 

발생할 수 있다.  

PSA에서는 이런 

circular logic을 

피하기 위해 

일관된 방법으로 

보조계통과의 

종속성 문제를 

고려하도록 한다. 

Circular logic을 없애는 

방법으로 인해 잘못된 

정량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낙관적인 결과 

발생)  모델에서 circular 

logic을 없애는 사항은 

설명되어야 

하며(should), 난관적인 

결과를 초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should). 

Circular logic을 없애는 

방법으로 인해 잘못된 

정량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낙관적인 결과 발생)  

모델에서 circular logic을 

없애는 사항은 설명되어야 

하며(should), 난관적인 

결과를 초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should). 

Circular logic을 없애는 

방법으로 인해 잘못된 정량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낙관적인 결과 발생)  

모델에서 circular logic을 

없애는 사항은 설명되어야 

하며(should), 난관적인 결과를 

초래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shall). 

N

/A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KIRAP 코드는 circular 

logic을 코드 안에서 

자동으로 푸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요건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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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14 

Circular logic can 

sometimes occur 

when using linked 

fault trees.  The 

PSA process 

appropriately 

accounts for 

support system 

dependencies in a 

consistent fashion 

that avoids so-

called circular logic. 

The methods of 

eliminating circular logic 

may result in incorrect 

quantitative results, 

e.g., non-conservative.  

The cutting of circular 

logic in the model 

should be explained and 

should not introduce 

non-conservatisms in 

the model. 

The methods of eliminating 

circular logic may result in 

incorrect quantitative 

results, e.g., non-

conservative.  The cutting 

of circular logic in the 

model should be explained 

and shall not introduce 

non-conservatisms in the 

model. 

The methods of eliminating 

circular logic may result in 

incorrect quantitative results, 

e.g., non-conservative.  The 

cutting of circular logic in the 

model should be explained 

and shall not introduce non-

conservatisms in the model. 

    

QU-15 

NON-DOMINANT 

SEQUENCES/CUT

SETS 

주요 cutset이나 

sequence에 대한 

physical sense를 

가져야 한다. 

Non-dominant accident 

sequences 검토는 

cutset이 옳바른가 

그리고 전문가 

검토팀에게 불필요하다는 

physical meaning을 

가지기 위해 필요하다. 

주요 cutset에 대한 검토를 

통해 cutset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또한 physical 

meaning을 가져야만 

한다(should). 사고경위가 

부적적절하게 제외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House Events (or Flag 

Files)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should).  취약성 

도출을 위해 수행된 

IPE에서의 보수성 정도는 

적당하다.   그러나 risk-

informed application에 

사용될 경우에는 지나친 

보수적 가정(심지어는 주요 

사고경위가 아닌 

경우에도)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should). 

주요 cutset에 대한 검토를 

통해 cutset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반드시 

검증하여야 하며 또한 physical 

meaning을반드시 가져야만 

한다(shall).  A사고경위가 

부적적절하게 제외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House Events (or Flag Files)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should).  취약성 도출을 

위해 수행된 IPE에서의 보수성 

정도는 적당하다.   그러나 

risk-informed application에 

사용될 경우에는 지나친 보수적 

가정(심지어는 주요 사고경위가 

아닌 경우에도)은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should). 

3 주요 cutest 및 house 

event 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으므로 등급 

3에 해당, 단지 RIA 

적용 결과 보수적인 

가정이 문제가 된다면 

수정해야 함. 현재는 

RIA 적용 결과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현재 RIA로 적용해 

본 결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향후 

적용 결과가 

지나친 보수적인 

가정으로 인해 

발생된다면 그 때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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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15 

NON-DOMINANT 

SEQUENCES/CUT

SETS(1) 

The non-

dominant cut 

sets or 

sequences 

 - Make physical 

sense 

The non-dominant 

accident sequence 

review used to ensure 

the cutsets are 

reasonable and have 

physical meaning is not 

available for 

examination by the Peer 

Review Team. 

Non-dominant accident 

sequences should be 

reviewed to ensure the 

cutsets are reasonable and 

have physical meaning. 

The use of conservatisms 

in the IPE search for 

vulnerabilities is 

appropriate.  However, in 

evolving the PSA to be 

used for risk-informed 

applications , overly 

conservative assumptions 

(even in non-dominant 

sequences) should be 

eliminated to avoid biasing 

the results. 

Non-dominant accident 

sequences shall be reviewed 

to ensure the cutsets are 

reasonable and have physical 

meaning. 

The use of conservatisms in 

the IPE search for 

vulnerabilities is appropriate.  

However, in evolving the PSA 

to be used for risk-informed 

applications , overly 

conservative assumptions 

(even in non-dominant 

sequences) should be 

eliminated to avoid biasing the 

results. 

    

QU-16 

발생 가능한 

공통원인 고장 

또는 공통원인 

고장 가능성을 

포함하는 해당 

cutset이 포함된다 

공통원인고장 확률은 

key group에 포함될 수 

있으며(may), 최근 

공통원인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may). 

공통원인고장 확률은 key 

group에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공통원인 데이터가 

사용되어야 한다(should). 

공통원인고장 확률은 key 

group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최근 공통원인 데이터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shall). 

2 여기에서 최근의 

공통원인고장 데이터는 

NRC/INEEL CCF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RPS/ESFAS의 

경우에는 NUREG/CR-

5500을 의미, 그러나 

현재 모델에서는 상기 

공통원인고장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등급 2에 해당 

옆에 제시한 

최근의 

공통원인고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QU-16 

 Include common 

cause potential or 

there are 

equivalent cutsets 

that do include the 

common cause 

potential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may be 

included for key groups 

and the use of the latest 

common cause data 

may be used.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should be 

included for key groups 

and the use of the latest 

common cause data should 

be used.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shall be included 

for key groups and the use of 

the latest common cause data 

shall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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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17 

Multiple HEPs가 

같은 cutset이나 

sequence에 있을 

경우 human 

action사이의 

종속성을 고려한다. 

인간행위 사이에서의 

종속성 문제는 PSA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should). 이러한 

인간행위는 주요하지 

않은 사고경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 및 

문서화 시 정확하지 않게 

평가될 수 있다.  한가지 

예로서 운전원은 BOP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단계와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낮은 실패 확률값을 

가지며 주요 운전원 

행위의 성공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행위 사이에서의 종속성 

문제는 PSA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should). 

이러한 인간행위는 주요하지 

않은 사고경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 및 문서화 시 

정확하지 않게 평가될 수 

있다.  한가지 예로서 

운전원은 BOP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단계와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낮은 실패 확률값을 

가지며 주요 운전원 행위의 

성공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낮은 

인간 오류값으로 인해 

CDF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고경위가 되지 못한 

사고경위들을 확인하여 

모델링 적절성 여부 

차원으로서 시험해야 

한다(should).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인간행위 사이에서의 종속성 

문제는 PSA 과정에서 

평가되어야 한다(should). 

이러한 인간행위는 주요하지 

않은 사고경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 및 문서화 시 

정확하지 않게 평가될 수 있다.  

한가지 예로서 운전원은 

BOP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단계와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행위는 낮은 실패 

확률값을 가지며 주요 운전원 

행위의 성공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낮은 인간 

오류값으로 인해 CDF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고경위가 되지 

못한 사고경위들을 확인하여 

모델링 적절성 여부 차원으로서 

반드시 시험해야 한다(shall).  

여기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다. 

3 정량화시 인간행위 간의 

종속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HRA-

dependency rule을 

작성하여 

수행하였으므로 등급 

3에 해당 

  

QU-17 

 Include 

dependency  

among human 

actions when 

multiple HEPs are  

in the same cutset 

or sequence 

The 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should 

be evaluated in the PSA 

process.  Because 

these actions occur in 

non-dominant 

sequences, there may 

less rigor in the 

evaluation and 

documentation.  

Examples include the 

fact that the operating 

crew may be expected 

The 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shall be 

evaluated in the PSA 

process.  Because these 

actions occur in non-

dominant sequences, there 

may less rigor in the 

evaluation and 

documentation.  Examples 

include the fact that the 

operating crew may be 

expected to perform many 

steps and actions to 

The 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shall be 

evaluated in the PSA process.  

Because these actions occur 

in non-dominant sequences, 

there may less rigor in the 

evaluation and documentation.  

Examples include the fact that 

the operating crew may be 

expected to perform many 

steps and actions to maintain 

the BOP in a condition that 

would avoid distraction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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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erform many steps 

and actions to maintain 

the BOP in a condition 

that would avoid 

distractions in the 

future.  These actions 

are considered to have 

low failure probabilities 

and to be only loosely 

tied to the success of 

critical operator actions. 

maintain the BOP in a 

condition that would avoid 

distractions in the future.  

These actions are 

considered to have low 

failure probabilities and to 

be only loosely tied to the 

success of critical operator 

actions. 

Identification of sequences 

that, but for low human 

error rates, would have 

been dominant contributors 

to core damage frequency 

should be included as a 

test of modeling adequacy.  

Equivalent techniques may 

also be used. 

future.  These actions are 

considered to have low failure 

probabilities and to be only 

loosely tied to the success of 

critical operator actions. 

Identification of sequences 

that, but for low human error 

rates in, would have been 

dominant contributors to core 

damage frequency shall be 

included as a test of modeling 

adequacy.  Equivalent 

techniques may also be used. 

QU-18 

RECOVERY 

ANALYSIS 

평가시 회복조치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는 절차서화 

되어 있거나 또는 

TSC/EOF가 

배치되어 있어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이다. 

평가시 회복조치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는 

절차서화 되어 있거나 

훈련의 일부분 

내용이거나 또는 

TSC/EOF가 배치되어 

있어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고려되어야 

한다(should). 

평가시 회복조치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는 절차서화 

되어 있거나 훈련의 일부분 

내용이거나 또는 

TSC/EOF가 배치되어 

있어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고려되어야 

한다(should). 

평가시 회복조치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는 절차서화 되어 

있거나 훈련의 일부분 

내용이거나 또는 TSC/EOF가 

배치되어 있어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shall). 

3 PSA 모델에서 현장 

운전 절차서 등과 

일치하지 않는 회복조치 

등이 있는가를 

확인하였으므로 등급 

3에 해당 

  

QU-18 

RECOVERY 

ANALYSIS 

Recovery actions 

credited in the 

evaluation are 

either 

Recovery actions 

credited in the 

evaluation should be 

proceduralized or be 

part of training or be a 

recognized skill-of-the-

trade, or have 

reasonable likelihood of 

Recovery actions credited 

in the evaluation shall be 

proceduralized or be part 

of training or be a 

recognized skill-of-the-

trade, or have reasonable 

likelihood of success when 

Recovery actions credited in 

the evaluation shall be 

proceduralized or be part of 

training or be a recognized 

skill-of-the-trade, or have 

reasonable likelihood of 

success when the TSC/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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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alized or 

have reasonable 

likelihood of 

success when the 

TSC/EOF are 

manned. 

success when the 

TSC/EOF are manned. 

the TSC/EOF are manned. are manned. 

 QU-19 

정량화 과정에 

포함된 회복조치는 

선택된 특정 주요 

사고경위에 

해당되거나 또는 

모든 적용 가능한 

사고경위 및 

cutset에 해당된다 

정량화 과정에 포함된 

회복조치는 선택된 특정 

사고경위에 해당된다. 

정량화 과정에 포함된 

회복조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사고경위 및 

cutset에 해당되어야 

한다(should). 

정량화 과정에 포함된 

회복조치는 모든 적용 가능한 

사고경위 및 cutset에 

해당되어야 한다(shall). 

3 정량화 과정에 포함된 

회복조치는 모든 

사고경위와 cutset에 

적용 가능하므로 등급 

3에 해당 

  

QU-19 

Recovery actions 

that ar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process are 

included on 

selected dominant 

accident 

sequences; 

OR 

Recovery actions 

that ar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process are 

included in all 

applicable 

 

Recovery actions that 

ar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process 

are included on 

selected dominant 

accident sequences. 

Recovery actions that ar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process 

should be included in all 

applicable sequences and 

cut sets. 

Recovery actions that are 

included in the quantification 

process shall be included in all 

applicable sequences and cut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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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20 

사건수목 간의 

사고경위의 

transfer는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사건수목간의 사고경위의 

transfer는 정성적으로 

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문서화 된다. 

사건수목 간의 사고경위의 

transfer는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should). 

사건수목 간의 사고경위의 

transfer는 반드시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shall). 

3 ATWS의 경우와 같이 

사건수목간의 

사고경위의 전이가 

명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등급 

3에 해당 

  

QU-20 

Transfers of 

sequences among 

event trees are 

treated explicitly. 

Transfers of sequences 

among event trees are 

treated either 

quantitatively or in a 

qualitative manner in the 

documentation. 

Transfers of sequences 

among event trees should 

be treated explicitly. 

Transfers of sequences 

among event trees shall be 

treated explicitly. 

    

QU-21 

TRUNCATION 

빈도에 근거한 

사고경위의 

truncation은 PSA 

분석자에 의해 

결정되는 주요 

결정사항 중 

하나이다.  

Truncation limit은 

계통, 구조 및 기기 

사이의 종속성 

평가를 보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아야 한다는 

것이 PSA 

Application 

Guide의 내용이다. 

모델에서 사고경위의 

truncation으로 인해 

CDF이나 LERF 에 

중요하지 않은 소수의 

종속성이 없어진다. 

사고경위의 truncation은 

충분히 낮은 cutoff value로 

수행되어서 주요한 종속성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should).  ATWS나  

LOOP와 같은 사고경위 

그룹의 truncation은 

truncation에 대한 기술적 

근거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 

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should). 정량화 

모델에서 truncation test가 

적용되기 전에 사고경위의 

일분가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고경위(LOCA*failure to 

scram, or break outside 

CTMT)는 GL 88-20 형태의 

선별기준을 사용하거나 또는 

Level2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삭제되어서는 

사고경위의 truncation은 

충분히 낮은 cutoff value로 

수행되어서 주요한 종속성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shall).  

ATWS나  LOOP와 같은 

사고경위 그룹의 truncation은 

truncation에 대한 기술적 근거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 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should). 

정량화 모델에서 truncation 

test가 적용되기 전에 

사고경위의 일분가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고경위(LOCA*failure to 

scram, or break outside 

CTMT)는 GL 88-20 형태의 

선별기준을 사용하거나 또는 

Level2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should). 

3 우리 PSA 모델에서는 

충분히 낮은 

truncation값을 

사용하였으며, 

truncation으로 인한 

오차를 검사하였음, 

또한 특정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GL 88-20 

형태의 선별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등급 

3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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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should). 

QU-21 

TRUNCATION 

The truncation of 

accident sequences 

based on frequency 

is a key decision 

made by PSA 

analysts that may 

affect the future 

PRA applications. 

The PSA 

Applications Guide 

implies that 

truncation limits be 

low enough to 

support the 

evaluation of 

dependencies 

among systems, 

structures, and 

components. 

The truncation of 

accident sequences 

from the model 

eliminates some 

dependencies that are 

judged insignificant for 

CDF or LERF. 

The truncation of accident 

sequences should be 

performed at a sufficiently 

low cutoff value that 

significant dependencies 

that may affect applications 

are not eliminated.  

Entire groups of sequences 

(e.g., ATWS, LOOP) should 

not be completely 

truncated unless thorough 

documentation is provided 

regarding the technical 

bases for truncation. 

It is noted that accident 

sequences may have been 

eliminated from the 

quantified model before the 

truncation test is applied.  

The elimination of certain 

sequences (e.g., LOCA * 

Failure to scram, or Breaks 

outside containment) 

should not be done using 

the GL 88-20 type 

screening (or equivalent)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Level 2. 

The truncation of accident 

sequences shall be performed 

at a sufficiently low cutoff 

value that significant 

dependencies that may affect 

applications are not 

eliminated.  

Entire groups of sequences 

(e.g., ATWS, LOOP) should 

not be completely truncated 

unless thorough 

documentation is provided 

regarding the technical bases 

for truncation. 

It is noted that accident 

sequences may have been 

eliminated from the quantified 

model before the truncation 

test is applied.  The 

elimination of certain 

sequences (e.g., LOCA * 

Failure to scram, or Breaks 

outside containment) should 

not be done using the GL 88-

20 type screening (or 

equivalent)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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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22 

Base PSA에서는 

example truncation 

value가 주어지며,  

이 값은 단지 

예제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모델에서 나타난 

사건이나 

고장모드를 

screening 

truncation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고장모드나 사건에 대한 

screening truncation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다(may).   

<0.001 * CDF Base 

and 

<0.001 * LERF Base 

고장모드나 사건에 대한 

screening truncation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별하여야 한다(should).  

<0.0001 * CDF Base 

and 

<0.0001 * LERF Base 

고장모드나 사건에 대한 

screening truncation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별하여야 한다(shall).   

<0.00001 * CDF Base 

and 

<0.00001 * LERF Base 

4 현재 PSA 모델에서는 

CDF 기준으로 E-13을, 

LERF 기준으로 E-06을 

truncation 값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등급 

4에 해당 

  

QU-22 

Example 

truncation values 

used in a base 

PSA are given.  

These should be 

treated as 

examples only.  

The screening 

truncation of 

events or failure 

modes retained in 

the model are as 

follows for 

screened out 

events: 

Level 1  LERF  

(per year) 

The screening 

truncation of events or 

failure modes may be as 

follows for screened out 

events: 

 

< 0.01 * CDF Base 

AND 

< 0.01 * LERF Base 

 

The screening truncation of 

events or failure modes 

should be as follows for 

screened out events: 

 

< 0.0001 * CDF Base 

AND 

< 0.0001 * LERF Base 

 

The screening truncation of 

events or failure modes shall 

be as follows (or more 

stringent) for screened out 

events: 

 

< 0.00001 * CDF Base 

AND 

< 0.00001 * LERF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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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23 

계통 고장수목과 

사고경위에서 

사용된 truncation 

value는 

application시 

application을 

보조할 정도로 

충분히 낮아야 

한다. 

모델에서 계통 

고장수목을 truncation할 

경우에 CDF나 LERF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종속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는 NUPRA, 

SETS 또는 

RISKMAN에서 발생한다. 

고장수목의 truncation은 

충분히 낮은 cutoff value로 

수행되어서 주요한 종속성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should).  ATWS나  

LOOP와 같은 사고경위 

그룹의 truncation은 

truncation에 대한 기술적 

근거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 

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should). 정량화 

모델에서 truncation test가 

적용되기 전에 사고경위의 

일분가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고경위(LOCA*failure to 

scram, or break outside 

CTMT)는 GL 88-20 형태의 

선별기준을 사용하거나 또는 

Level2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should). 

고장수목의 truncation은 

충분히 낮은 cutoff value로 

수행되어서 주요한 종속성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shall).  

ATWS나  LOOP와 같은 

사고경위 그룹의 truncation은 

truncation에 대한 기술적 근거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 한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should). 

정량화 모델에서 truncation 

test가 적용되기 전에 

사고경위의 일분가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사고경위(LOCA*failure to 

scram, or break outside 

CTMT)는 GL 88-20 형태의 

선별기준을 사용하거나 또는 

Level2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should). 

3 우리 PSA 모델에서는 

충분히 낮은 

truncation값을 

사용하였으며, 

truncation으로 인한 

오차를 검사하였음, 

또한 특정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GL 88-20 

형태의 선별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등급 

3에 해당 

  

QU-23 

The truncation 

values used in the 

system fault trees 

and accident 

sequences are 

sufficiently low to 

support their use in 

representative 

applications. 

The truncation of 

system fault trees from 

the model may eliminate 

some dependencies 

that are judged 

insignificant for CDF or 

LERF.  This may occur 

in NUPRA, SETS, or 

RISKMAN 

The truncation of system 

fault trees should be 

performed at a sufficiently 

low cutoff value that 

significant dependencies 

that may affect applications 

are not eliminated.  

Entire groups of sequences 

(e.g., ATWS, LOOP) should 

not be completely 

truncated unless thorough 

documentation is provided 

regarding the technical 

bases for truncation. 

It is noted that accident 

The truncation of system fault 

trees shall be performed at a 

sufficiently low cutoff value 

that significant dependencies 

that may affect applications 

are not eliminated.  

Entire groups of sequences 

(e.g., ATWS, LOOP) should 

not be completely truncated 

unless thorough 

documentation is provided 

regarding the technical bases 

for truncation. 

It is noted that accident 

sequences may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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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s may have been 

eliminated from the 

quantified model before the 

truncation test is applied.  

The elimination of certain 

sequences (e.g., LOCA * 

Failure to scram, or Breaks 

outside containment) 

should not be done using 

the GL 88-20 type 

screening (or equivalent)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Level 2. 

eliminated from the quantified 

model before the truncation 

test is applied.  The 

elimination of certain 

sequences (e.g., LOCA * 

Failure to scram, or Breaks 

outside containment) should 

not be done using the GL 88-

20 type screening (or 

equivalent) and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Level 2. 

QU-24 

안정된 결과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다 

안정된 결과로 

수렴한다는 제한적인 

증거가 있다. 

안정된 결과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should). 

안정된 결과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shall). 

3 E-10부터 E-14까지 

truncation error에 의한 

수렴 여부를 

시험하였고, 그 결과가 

수렴됨을 

확인하였으므로 등급 

3에 해당 

  

QU-24 

There is evidence 

of convergence 

towards a stable 

result 

There is limited 

evidence of 

convergence towards a 

stable result. 

There should be evidence 

of convergence towards a 

stable result. 

There shall be evidence of 

convergence towards a stable 

result. 

    

 QU-25 

FT linking 

approach가 사용될 

경우라면  정확한 

cutset이 

생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 

 

 

FT linking approach가 

사용될 경우라면  정확한 

cutset이 생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사고경위에서의 성공을 

고려하는데 delete 

term(cutset 

complements)이 반드시 

FT linking approach가 사용될 

경우라면  정확한 cutset이 

생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써 사고경위에서의 

성공을 고려하는데 delete 

term(cutset complements)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shall)  

성공이 사건수목간에 transfer 

4 현재 delete term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등급 

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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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에서의 

성공을 고려하는데 

delete term(cutset 

complements)이 

사용된다. 

사용되어야 한다(shall)  

성공이 사건수목간에 

transfer 되지 않을 경우에 

사건수목간에 transfer 

처리는 상기 기준을 따른다. 

되지 않을 경우에 사건수목간에 

transfer 처리는 상기 기준을 

따른다. 

QU-25 

If the fault tree 

linking approach is 

used, “delete” 

terms (cutset 

complements)  are 

used to account for 

the successes in 

event sequences as 

appropriate to 

assure that the 

correct cut sets are 

generated. 

 

- 

If the fault tree linking 

approach is used, “delete” 

terms (cutset 

complements) shall be 

used to account for the 

successes in event 

sequences as appropriate 

to assure that the correct 

cut sets are generated. 

This includes the treatment 

of transfers among event 

trees where the 

“successes” may not be 

transferred between event 

trees. 

If the fault tree linking 

approach is used, “delete” 

terms (cutset complements) 

shall be used to account for 

the successes in event 

sequences as appropriate to 

assure that the correct cut 

sets are generated. 

This includes the treatment of 

transfers among event trees 

where the “successes” may 

not be transferred between 

event trees. 

    

 QU-26 

정량화 과정에서 

상호 

배타적인(exclusivel

y) cutset이 

확인되고 삭제된다. 

정량화 과정에서 상호 

배타적인(exclusively) 

cutset이 확인되고 

삭제되어야 

한다(should).  상호 

배타적인 cutset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과정은 문서화하며, 이 

문서는 과정을 검토하여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 

정량화 과정에서 상호 

배타적인(exclusively) 

cutset이 반드시 확인되고 

삭제되어야 한다(shall).  

상호 배타적인 cutset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과정은 

문서화 되어야 

한다(should). 

정량화 과정에서 상호 

배타적인(exclusively) cutset이 

반드시 확인되고 삭제되어야 

한다(shall).  상호 배타적인 

cutset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과정은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한다(shall). 

2 상호 배타적인 cutset은 

정량화 usr 파일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삭제 

과정에 대한 문서화는 

보고서 7장에서 어느 

정도 기술되고 있음, 

그러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급은 2에 

해당 

상호 배타적인 

cutset의 삭제 

과정을 보다 

상세히 문서화 

 

QU-26 

The quantification 

process identifies 

The quantification 

process should identify 

and delete mutually 

The quantification process 

shall identify and delete 

mutually exclusive cutsets. 

The quantification process 

shall identify and delete 

mutually exclusive cut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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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letes 

mutually exclusive 

cutsets. 

exclusive cutsets. 

The process for 

identifying and 

eliminating mutually 

exclusive cutsets from 

the model is 

documented in a 

fashion that provides 

only limited ability to 

review the process to 

assure its accuracy. 

The process for identifying 

and eliminating mutually 

exclusive cutsets from the 

model should be 

documented. 

The process for identifying 

and eliminating mutually 

exclusive cutsets from the 

model shall be documented. 

QU-27 

UNCERTAINTY 

대표적인 또는 

일반 발전소 

분석시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성의 

unique 또는 

unusual한 근원을 

찾아낸다. 

대표적인 또는 일반 

발전소 분석시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성의 unique 

또는 unusual한 근원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전문가 검토팀에 의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정도로 문서화 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또는 일반 발전소 

분석시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성의 unique 또는 

unusual한 근원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should).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하여 

정성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should).   

 보수적인 또는 낙관적인 

성공기준 가능성   

 신뢰도 데이터의 

적절성(suitability)   

 모델링에 관한 불확실성의 

가능성 (선택된 방법론에 

기인한 불균형(asymmetry) 

또는 다른 모델링시 제한 

사항 

 초기사건 결정시 완벽 정도 

 공간 종속성 (spatial 

dependency) 가능성 

대표적인 또는 일반 발전소 

분석시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성의 unique 또는 

unusual한 근원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shall). 다음과 같은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하여 

정성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should). 

 보수적인 또는 낙관적인 

성공기준 가능성  * 신뢰도 

데이터의 적절성(suitability)   

 모델링에 관한 불확실성의 

가능성 (선택된 방법론에 

기인한 불균형(asymmetry) 

또는 다른 모델링시 제한 사항  

 초기사건 결정시 완벽 정도   

 공간 종속성 (spatial 

dependency) 가능성 

2 발전소 분석시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성의 unique 

또는 unusual한 근원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전문가 검토팀에 의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정도로 문서화 되지 

않았으므로 등급 2에 

해당 

발전소 분석시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성의 unique 

또는 unusual한 

근원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이 

검토팀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수준으로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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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27 

UNCERTAINTY 

•  A search is 

performed for 

unique or unusual 

sources of 

uncertainty not 

present in the 

typical or generic 

plant analysis. 

A search performed for 

unique or unusual 

sources of uncertainty 

not present in the 

typical or generic plant 

analysis is not 

sufficiently documented 

for an effective review 

by the Peer Review 

Team. 

 

A search should be 

performed for unique or 

unusual sources of 

uncertainty not present in 

the typical or generic plant 

analysis. 

A qualitative presentation 

should be available for 

causes of uncertainty, such 

as: 

•  possible optimistic or 

conservative success 

criteria,  

•  suitability of the reliability 

data,  

•  possible modeling 

uncertainties (asymmetry or 

other modeling limitations 

due to the method 

selected),  

degree of completeness in 

the selection of initiating 

events,  

•  possible spatial 

dependencies  

•  etc. 

A search shall be performed 

for unique or unusual sources 

of uncertainty not present in 

the typical or generic plant 

analysis. 

A qualitative presentation 

should be available for causes 

of uncertainty, such as: 

•  possible optimistic or 

conservative success criteria,  

•  suitability of the reliability data, 

•  possible modeling 

uncertainties (asymmetry or 

other modeling limitations due 

to the method selected),  

•  degree of completeness in the 

selection of initiating events,  

•  possible spatial dependencies 

•  etc. 

    

 QU-28 

불확실성의 

unusual source가 

있는 경우 특별한 

민감도 평가 또는 

정량적 불확실성 

평가이 이루어진다.  

이는 base 

conclusion 및 

future 

불확실성의 unusual 

source가 있는 경우 

base conclusion 및 

future application을 

보조하기 위해서.특별한 

민감도 평가 또는 정량적 

불확실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확실성의 unusual 

source가 있는 경우 base 

conclusion 및 future 

application을 보조하기 

위해서.특별한 민감도 평가 

또는 정량적 불확실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should). 

불확실성의 unusual source가 

있는 경우 base conclusion 및 

future application을 보조하기 

위해서.특별한 민감도 평가 

또는 정량적 불확실성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shall). 

2 불확실성의 unusual 

source가 있는 경우 

base conclusion 및 

future application을 

보조하기 위해서.특별한 

민감도 평가 또는 

정량적 불확실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등급 2에 해당 

민감도 평가 또는 

정량적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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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을 

보조하기 위함이다 

QU-28 

If there are unusual 

sources of 

uncertainty, special 

sensitivity 

evaluations or 

quantitative 

uncertainty 

assessments are 

performed to 

support the base 

conclusion and 

future applications.  

If there are unusual 

sources of uncertainty, 

special sensitivity 

evaluations or 

quantitative uncertainty 

assessments are not 

performed to support 

the base conclusion and 

future applications. 

If there are unusual 

sources of uncertainty, 

special sensitivity 

evaluations or quantitative 

uncertainty assessments 

should be performed to 

support the base 

conclusion and future 

applications. 

If there are unusual sources of 

uncertainty, special sensitivity 

evaluations or quantitative 

uncertainty assessments shall 

be performed to support the 

base conclusion and future 

applications. 

    

 QU-29 

PSA application을 

보조하기 위해 

focused 

sensitivity를 

수행할 능력이 

유용하다. 

PSA application을 

보조하기 위해 focused 

sensitivity를 수행할 

능력이 유용하여야 

한다(should). 

PSA application을 보조하기 

위해 focused sensitivity를 

수행할 능력이 반드시 

유용하여야 한다(shall). 

PSA application을 보조하기 

위해 focused sensitivity를 

수행할 능력이 반드시 

유용하여야 한다(shall). 

2 발전소 현장 PSA 

담당자의 업무라 

판단하며, 현장 PSA 

담당자는 민감도분석을 

수행할 능력이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등급 2 

현장 PSA 담당자의 

교육 훈련을 통해 

민감도 분석 수행 

능력 반드시 확보 

 

QU-29 

The capability to 

perform focused 

sensitivities to 

support the PSA 

applications is 

available.   

The capability to 

perform focused 

sensitivities to support 

the PSA applications 

should be available. 

The capability to perform 

focused sensitivities to 

support the PSA 

applications shall be 

available. 

The capability to perform 

focused sensitivities to 

support the PSA applications 

shall be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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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30 

 Parametric 

불확실성 평가는 

유효한 CDF mean 

value를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해서 불확실성 

분포를 알아내고자 

수행한다.  또는 

 선택된 불확실성의 

정량화가 

수행되거나, 또는 

선택된 불확실성이 

최종 위험도값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또는 

 정량적인 불확실성 

평가는 적절한 

불확실성 분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민감도분석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또는  

 발전소 고유의 

PSA와 유사발전소 

결과간의 비교는 

‘full’ uncertainty를 

대상으로 한다.  

발전소, 모델 또는 

데이터의 차이는 

계산된 불확실성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또는  

 Parametric 불확실성 

평가는 유효한 CDF 

mean value를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해서 

불확실성 분포를 

알아내고자 수행한다.  

또는 

선택된 불확실성의 

정량화가 수행되거나, 

또는 선택된 불확실성이 

최종 위험도값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또는 

정량적인 불확실성 

평가는 적절한 불확실성 

분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민감도분석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선택된 불확실성의 

정량화가 수행되거나, 또는 

선택된 불확실성이 최종 

위험도값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또는 

 정량적인 불확실성 

평가는 적절한 불확실성 

분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선택된 민감도분석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또는  

 발전소 고유의 PSA와 

유사발전소 결과간의 비교는 

full’ uncertainty를 대상으로 

한다.  발전소, 모델 또는 

데이터의 차이는 계산된 

불확실성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일반 

불확실성분석으로부터 얻은 

함의는 분석에 사용된 

발전소, 모델 또는 데이터의 

차이에 의해 수정된 형태로 

발전소 고유의 PRA에 

적용할 수 있다. 

발전소 고유의 PSA와 

유사발전소 결과간의 비교는 

‘full’ uncertainty를 대상으로 

한다.  발전소, 모델 또는 

데이터의 차이는 계산된 

불확실성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일반 

불확실성분석으로부터 얻은 

함의는 분석에 사용된 발전소, 

모델 또는 데이터의 차이에 

의해 수정된 형태로 발전소 

고유의 PRA에 적용할 수 있다 

2 Parametric 불확실성 

평가는 유효한 CDF 

mean value를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해서 

불확실성 분포를 

알아내고자 

수행되었으므로 등급 

2에 해당 

등급 3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사항 중 

한 개만 수행하면 

등급 3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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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의 모든 

근원을 포함한 

완전한 정량화를 

수행하며, 위험도를 

나타내는 최종 

정량화값은 

불확실성 분포와 

함께 제시된다. 

QU-30 

A parametric 

uncertainty 

evaluation is 

performed that 

propagates the 

uncertainty 

distribution through 

the model sufficient 

to produce a valid 

mean value of CDF.  

OR 

A quantification of 

selected 

uncertainties is 

performed, or the 

impact of the 

selected 

uncertainties on the 

final risk measures 

is estimated.  

OR 

A quantitative 

uncertainty 

evaluation is 

performed using 

selected 

sensitivities to 

establish the 

A parametric uncertainty 

evaluation is all that is 

performed.  It 

propagates the 

uncertainty distribution 

through the model 

sufficient to produce a 

valid mean value of 

CDF.   

OR 

A quantification of 

selected uncertainties is 

performed, or the 

impact of the selected 

uncertainties on the final 

risk measures is 

estimated.  

OR 

A quantitative 

uncertainty evaluation is 

performed using 

selected sensitivities to 

establish the 

approximate uncertainty 

bands. 

 

 

 

A quantification of selected 

uncertainties should be 

performed, or the impact of 

the selected uncertainties 

on the final risk measures 

is estimated.  

OR 

A quantitative uncertainty 

evaluation should be 

performed using selected 

sensitivities to establish the 

approximate uncertainty 

bands. 

OR 

A comparison should be 

made between the plant 

specific PRA and a similar 

generic study with "full" 

uncertainty evaluation 

(e.g., NUREG-1150).  The 

differences in the plant, 

model, or data are used to 

ident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that would 

impact the calculated 

uncertainty band or obviate 

the ability to use the 

uncertainty band.  

(The implications drawn 

A comparison shall be made 

between the plant specific 

PRA and a similar generic 

study with "full" uncertainty 

evaluation (e.g., NUREG-

1150).  The differences in the 

plant, model, or data are used 

to ident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that would 

impact the calculated 

uncertainty band or obviate 

the ability to use the 

uncertainty band.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generic uncertainty study 

can then be applied to the 

plant specific PRA as modified 

by the differences in the plant, 

the model, or the data used.) 

OR 

A complete quantification of 

all sources of uncertainty shall 

be performed and the final 

estimates for risk measures is 

presented along with the 

uncertain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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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 

uncertainty bands. 

OR 

A comparison is 

made between the 

plant specific PSA 

and a similar 

generic study with 

"full" uncertainty 

evaluation.  The 

differences in the 

plant, model, or 

data are used to 

identify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that 

would impact the 

calculated 

uncertainty band or 

obviate the ability to 

use the uncertainty 

band.   

OR 

A complete 

quantification of 

all sources of 

uncertainty is 

performed and the 

final estimates for 

risk measures is 

presented along 

with the 

uncertainty 

distribution. 

from the generic 

uncertainty study can then 

be applied to the plant 

specific PRA as modified 

by the differences in the 

plant, the model, or the 

data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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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31 

RESULTS 

SUMMARY 

PSA 결과 

요약에서는 

dominant 

contributor를 

확인한다. 

PSA 결과 요약에서는 

dominant contributor를 

확인하여야 

한다(should). 사고경위 

결과는 검토되어야 하고 

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사 

발전소와 비교하여야 

한다(should). 

PSA 결과 요약에서는 

dominant contributor를 

확인하여야 한다(should). 

사고경위 결과는 검토되어야 

하고 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사 

발전소와 비교하여야 

한다(should).  주요 cutset 

10개에서 

100개까지(CAFTA, NUPRA) 

또는 주요 사고경위에 대한 

상세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should). 왜냐하면 

모델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모델링 시 가정사항에 

대한 영향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요 사고경위그룹 또는 

functional failure group에 

대한 결과 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should).  

이 functional failure 

group은 NEI 91-04 

Appendix B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체계에 

근거하여야 한다(should). 

PSA 결과 요약에서는 

dominant contributor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shall). 

사고경위 결과는 검토되어야 

하고 결과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사 발전소와 반드시 

비교하여야 한다(shall).  주요 

cutset 10개에서 

100개까지(CAFTA, NUPRA) 

또는 주요 사고경위에 대한 

상세 설명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shall). 왜냐하면 모델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모델링 시 가정사항에 대한 

영향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요 

사고경위그룹 또는 functional 

failure group에 대한 결과 

해석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shall).  이 functional 

failure group은 NEI 91-04 

Appendix B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체계에 근거하여야 

한다(should). 

3 현재 PSA 모델에서 

dominant contributor는 

확인이 가능하며, 유사 

발전소와의 결과 비교 

또한 수행되었다. 또한 

NEI 91-04의 검토를 

수행한 결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계에는 

부족함이 많았으므로 그 

대신 System 80 및 

NUREG-1150 보고서 

형식을 취함, 따라서 

등급 3에 해당 

  

QU-31 

RESULTS 

SUMMARY 

•  The PSA results 

summary identifies 

the dominant 

contributors. 

The PSA results 

summary should identify 

the dominant 

contributors. 

The accident sequence 

results by sequence, 

sequence types, and 

total should be reviewed 

and compared to similar 

plants to assure 

The PSA results summary 

shall identify the dominant 

contributors. 

The accident sequence 

results by sequence, 

sequence types, and total 

should be reviewed and 

compared to similar plants 

to assure reasonableness 

and to identify any 

The PSA results summary shall 

identify the dominant 

contributors. 

The accident sequence results 

by sequence, sequence types, 

and total shall be reviewed 

and compared to similar plants 

to assure reasonableness and 

to identify any exception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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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ness and to 

identify any exceptions. 

exception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Top 10 to 100 accident 

cutsets (CAFTA or NUPRA) 

or accident sequences 

(RISKMAN) should be 

provided because they are 

be important in ensuring 

that the model results are 

well understood and that 

modeling assumption 

impacts are likewise well 

known. 

Similarly, the dominant 

accident sequence groups 

or functional failure groups 

should also be discussed.  

These functional failure 

groups should be based on 

a scheme similar to that 

identified by NEI in NEI 91-

04, Appendix B. 

Top 10 to 100 accident 

cutsets shall be provided 

because they are be important 

in ensuring that the model 

results are well understood 

and that modeling assumption 

impacts are likewise well 

known. 

Similarly, the dominant 

accident sequence groups or 

functional failure groups shall 

also be discussed.  These 

functional failure groups 

should be based on a scheme 

similar to that identified by NEI 

in NEI 91-04, Appendix B. 

 QU-32 

정량화 과정을 

문서화 하였는가? 

QU-4에서 30까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should).  이 

문서는 정량화 과정에 

모순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어야 

한다(should). 

QU-4에서 30까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should).  이 문서는 

정량화 과정에 모순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어야 

한다(should). 

QU-4에서 30까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근거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shall).  이 

문서는 정량화 과정에 반드시 

모순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어야 한다(shall). 

2 QU-4에서 30까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근거를 

문서화해야 하나,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등급 

2에 해당, 여기에서 이 

문서화의 정도 즉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량화 

전문가가 아닌 PSA 

전문가가 그 대상이다.  

QU-4에서 

30까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근거를 

문서화, 예를 들면 

정량화 파일 내에 

숨어 있는 내용을 

문서화 하는 

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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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32 

•  Reflects the 

process used.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QU-4 through 

QU-30. 

The documentation 

should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QU-4 through QU-30. 

The documentation should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meeting each of 

the criteria QU-4 through QU-

31. 

The documentation shall 

describ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QU-33 

문서화된 결과에 

대한 독립검토가 

수행되는가? 

독립검토가 수행되며 이 

사항이 문서화 된다. 

독립검토가 수행되며 이 

사항이 문서화 되어야 

한다(should). 

독립검토가 반드시 수행되며 이 

사항이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한다(shall). 

3 여기에서의 독립검토란 

현 PSA 업무에 

참가하지 않은 PSA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IAEA 

peer review, KINS 검토 

등을 이미 받았으므로 

등급 3에 해당 

  

QU-33 

•  Includes an 

independent 

review for the 

documented 

results. 

Independent review is 

performed and 

documented.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Independent review shall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QU-34 

정량화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발전소 

분석시 추적 

가능해야 한다. 

정량화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근거를 문서화 

한다. 

정량화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근거를 문서화 

해야 한다(should). 

정량화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근거를 반드시 문서화 해야 

한다(shall). 

3 정량화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근거는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등급 3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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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34 

•  Provides the basis 

and is traceable to 

plant specific or 

generic analysis. 

Documentation provides 

the general basis for 

quantification process.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the basis for 

quantification process. 

Documentation shall provide 

the basis for quantific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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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1 

Guidance 

용된 과정에 대한 기 

PRA 안내서에는 PRA 

보수 과정 및 update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술된다  

 

PRA 안내서에는 PRA 보수 

과정 및 update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should). 

PRA 안내서에는 PRA 보수 

과정 및 update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should). 

1 PRA 보수 및 

개정에 관한 

문서가 현재는 

없다. 따라서 현 

등급 어디에도 

해당 안됨.  

보수 및 개정에 

관한 안내서를 

상세하게 기술  

  

MU-1 

GUIDANCE 

Describes the process used 

General description of the 

PRA maintenance and 

update process is 

provided in the PRA 

Guidance Documents. 

The maintenance and 

update process should be 

sufficiently well described to 

act as guidance for future 

updates and revisions. 

A specific guidance 

document should be 

available that specifies the 

process for PRA 

maintenance and the 

updating process. 

1    

 MU-2 

산업체 분석방법과의 일치 

여부 

산업체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이 포함된다. 

PRA 보수 및 update 수행 

과정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문서 또는 별도의 특정 

안내서로 구성되어야 

하며(should), 입증된 분석 

방법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should). 

PRA 보수 및 update 수행 

과정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문서 또는 별도의 특정 

안내서로 구성되어야 

하며(should), 입증된 분석 

방법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should). 

1 PRA 보수 및 

개정에 관한 

문서가 현재는 

없다. 따라서 현 

등급 어디에도 

해당 안됨. 

보수 및 개정에 

관한 안내서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입증된 분석 

방법론과의 

일관성을 유지 

  

 MU-2 

Consistent with industry 

practices 

General adherence to 

accepted industry 

approaches is included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provide a reasonable 

basis for performing the 

maintenance and update 

process,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The guidance for initiating 

event analyses should be 

complete and detailed and 

should maintain consistency 

with proven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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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3 

평가결과를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상세정보의 충분 

정도 

평가결과를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general 

description 정도의 

문서화가 유용하다.  

General description은 

검토자로 하여금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현재 PRA 기술 및 건설 

중이거나 운전 중인 

발전소와 일관성 있게 PRA 

모델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문서화 또는 별도로 

구성된 specific한 

안내서(guidance) 가 있어야 

한다.(should) 

현재 PRA 기술 및 건설 

중이거나 운전 중인 

발전소와 일관성 있게 PRA 

모델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 문서화 또는 

별도로 구성된 specific한 

안내서(guidance) 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shall) 

1 PRA 보수 및 

개정에 관한 

문서가 현재는 

없다. 따라서 현 

등급 어디에도 

해당 안됨.  

보수 및 개정에 

관해 기술된 상세 

안내서를 작성하여 

평가결과를 

재생산하는데 

충분하여야 한다. 

  

MU-3 

Sufficient detail provided for 

reproducing the evaluation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is available to 

describe general 

approaches used.  The 

general description is 

sufficient to convince the 

reviewers that the 

process could be 

repeated with similar 

results. 

The documentation or 

separate specific guidance 

should be sufficient to 

provide a means to ensure 

the PRA can be maintained 

in an updated configuration 

consistent with the as-built, 

as-operated plant and 

consistent with the current 

state of PRA technology. 

The guidance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sure the PRA can be 

maintained in an updated 

configuration consistent 

with the as-built, as-

operated plant and 

consistent with the current 

state of PRA technology. 

   

 MU-4 

입력자료-새로운 정보 검색 

및 수집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PSA 

update에 적용 

 운전경험 

 발전소 설계 

 새로운 보수 정책 

 운전원 훈련 프로그램 

 Tech Spec. 

 개선된 공학계산(engineering 

cal.) 

 비상 및 비정상 절차서 

 운전 절차서 

PRA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검토된 각 

사항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기술한다. 

PRA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should). 

검토된 각 사항에 대하여 

문서화를 수행하여 update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준비하여야 한다(should). 

PRA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should). 

검토된 각 사항에 대하여 

문서화를 수행하여 update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준비하여야 한다(should). 

수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모델 

및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should).  

1 일을 실제로 

주관할 현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델 보수 및 

개정을 위한 

자료 검색 및 

수집은 수행되고 

있지 않음, 단지 

현장 운전에 

필요한 사항들은 

개정되나 이는 

모델 개정 및 

보수를 위한 

자료 검색 및 

수집이 아니며, 

이를 위한 근거 

서류 미비, 단지 

연구소의 결과물과 

현장 운전시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모델 

보수 및 개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근거서류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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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계획 

 사고관리 프로그램 

 산업체 연구 사항 

이 일을 

연구소에서 

주관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MU-4 

INPUT -- MONITORING 

AND COLLECTING NEW 

INFORMATION (2) 

Each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sources is part of 

the PSA update process for  

monitoring new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Operational Experience 

 Plant Design  

 New Maintenance Policies 

 Operator Training Program  

 Technical Specification  

 Revised Engineering 

Calculations 

 Emergency and Abnormal 

Operating Procedures  

 Operating Procedures 

 Emergency Plan  

 Accident Management 

Programs 
 (4) 

The identified information 

should be reviewed in 

general to ensure that no 

major issues affecting the 

PRA are present.  A 

general statement that 

these inputs are reviewed 

is sufficient. 

 

The identified information 

should be reviewed in 

general to ensure that no 

major issues affecting the 

PRA are present. 

Documented evidence of 

the review of each input 

should be provided as part 

of the update. 

Corrections to improve the 

process should be tracked 

and integrated into the 

process. 

Each of the information 

sources should be reviewed 

as part of the update and a 

documented disposition of 

the results of the review 

provided. 

Corrections to improve the 

process should be tracked 

and integrated into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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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5 

발전소 고유 데이터를 

정량적인 재평가 시 활용 

- 발전소 고유 데이터를 

적어도 초기사건 및 계통 

트레인 또는 기기 

이용불능도에 대해 PRA 

update를 수행하여야 

한다(should). 

발전소 고유 데이터를 

적어도 초기사건 그리고 

주요 기기의 신뢰도 및 

이용불능도(예:디젤)에 대해 

PRA update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shall). 

3 이 일을 주관할 

현장에서 

연구소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모델 

개정을 할 수 

있다.  

    

MU-5 

Plant specific data is 

included for quantitative 

reevaluation. 

--- Plant specific data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PRA 

update for at least initiating 

events and system train or 

component unavailability. 

Plant specific data shall be 

incorporated in the PRA 

update of initiating events 

and major components 

reliability and unavailability 

(e.g., diesels). 

   

 MU-6 

MODEL CONTROL 

PRA 전산모델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며, 특정 

적용을 위해 민감도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 

컴퓨터 코드, 입력자료, 

출력자료 및 모델 등은 

소외 안전한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should). 

컴퓨터 코드, 입력자료, 

출력자료 및 모델 등은 소외 

안전한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should). 

컴퓨터 코드, 입력자료, 

출력자료 및 모델 등은 소외 

안전한 저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shall). 

전산파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CD-Rom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should). 

모델 변경은 

보호구역(protected location)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야 한다(should). 

1 현재 현장에서 

모델 보수 및 

개정에 관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항에 대한 

적적한 판단은 

매우 어려움  

이 문제는 

현장에서 컴퓨터 

코드, 입력 자료,, 

출력 자료 및 모델 

등의 소외 안전한 

시설에 

보관함으로서 쉽게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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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6 

MODEL CONTROL 

The computer models of the 

PRA are stored in a 

controlled manner.  This also 

applies to sensitivity cases 

that may be performed to 

support a specific 

application. 

A secure offsite storage 

facility for computer 

codes, inputs, outputs 

and models should be 

used. 

A secure offsite storage 

facility for computer codes, 

inputs, outputs and models 

should be used. 

A secure offsite storage 

facility for computer codes, 

inputs, outputs and models 

shall be used. 

Should use CD-Rom or 

equivalent to prevent 

corruption of the files. 

Should limit access to read-

only for server version of 

the computer model. 

Model changes should be 

recorded in a protected 

location or data base. 

   

MU-7 

COMPUTER CODE 

CONTROL 

컴퓨터 코드의 변화가 

PRA결과에 얼마만한 영향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 컴퓨터 

코드 작업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프로세스는 컴퓨터 코드, 

입력자료 모델 및 출력 

자료 등을 다루는데 

사용된다. 

일정한 형식을 갖춘 

프로세스는 컴퓨터 코드, 

입력자료 모델 및 출력 자료 

등을 다루는데 사용되어야 

한다(should). 

일정한 형식을 갖춘 

프로세스는 컴퓨터 코드, 

입력자료 모델 및 출력 자료 

등을 다루는데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shall). 

1 현재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구소 입장에서 

보면 코드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작업문서가 

부족한 상태 

이 사항은 현장 

PSA 팀에 코드 

전문가가 있지 

않는 이상 쉽게 

접근하기 힘든 

사항으로 판단 

 

MU-7 

COMPUTER CODE 

CONTROL 

Computer code controls are 

formalized to ensure that the 

effect on the PRA of changes 

to these codes are 

understood and addressed if 

appropriate 

A process is used to 

control both the computer 

codes, their inputs, 

models, and outputs. 

A formal process should be 

in force to control the PRA 

computer codes, their 

inputs, outputs, and the 

models. 

A formal process shall be in 

force to control the PRA 

computer codes, their 

inputs, outputs, and the 

models. 

   

MU-8 

PRA UPDATE 

PRA 모델 update시 

PRA update 과정에서는 

PRA update시 확인되어야 

할 모든 사항을 

PRA update 과정에서는 

PRA update시 확인되어야 

할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PRA update 과정에서는 

PRA update시 확인되어야 

할 모든 사항을 반드시 

1 현장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지 

않다. 연구소의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개정을 

수행할 시 

요건에서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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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해당 모델의 update 사항 

확인 

 PRA 모델 수정 

 PRA 모델의 재정량화 

 결과 평가 

 과거 PRA 적용에 대한 

재평가 

포함하여야 한다(should). 

PRA update 수행시 

수행된 과정에 대한 

자료가 유용해야 

한다(should). 

한다(should). 

PRA update 수행시 수행된 

과정에 대한 자료가 

유용해야 한다(should). 

포함하여야 한다(shall). 

PRA update 수행시 수행된 

과정에 대한 자료가 

유용해야 한다(should). 

현재 등급3 

정도로 수행. 

수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유용하게 

하여야 한다. 

MU-8 

PRA UPDATE 

A process is in place to 

maintain the PRA.  The 

PRA update model process 

consists of the elements 

identified and the steps in 

the process.  The model 

update process consists of 

the following: 

 Identification of Affected 

Model Elements 

 Modification of PRA Models 

 Requantification of PRA 

Models 

 Evaluation of Results 

 Re-Evaluation of Past PRA 

Applications 

The PRA update process 

should include all of the 

steps identified for a PRA 

update. 

Evidence that the process 

has been implemented 

should be available. 

The PRA update process 

should include all of the 

steps identified for a PRA 

update. 

Evidence that the process 

has been implemented 

should be available. 

The PRA update process 

shall include all of the steps 

identified for a PRA update. 

Evidence that the process 

has been implemented 

should be available. 

   

MU-9 

Update 스케쥴 및 타당성 

있는 update 수행 필요 기준 

설정을 발전소측에서 담당 

핵연료 장전 주기보다 

많지 않은 횟수로 계획된 

update schedule을 

만들어야 한다(should). 

핵연료 장전 주기보다 많지 

않은 횟수로 계획된 update 

schedule을 만들어야 

한다(should). 

핵연료 장전 주기보다 많지 

않은 횟수로 계획된 update 

schedule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shall). 

1 현장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 사항은 

연구소에서도 

추진 안됨. 

핵연료장전주기 

보다 많지 않은 

횟수로 개정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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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9 

The plant has defined a 

fixed update schedule or a 

reasonable criteria upon 

which to base the need for 

an update 

A fixed update schedule 

of not more than every 

other refueling or a 

criteria that examines the 

impact of possible 

changes should be 

defined. 

A fixed update schedule of 

not more than every other 

refueling or a criteria that 

examines the impact of 

possible changes should be 

defined. 

A fixed update schedule of 

not more than every other 

refueling shall be defined. 

   

 MU-10 

EVALUATION OF RESULTS 

PRA 결과를 활용하기 전에 

PRA 전문가에게 결과 평가 

의뢰 

PRA 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PRA 결과는 

정확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및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hould). 

PRA 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PRA 결과는 정확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및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hould). 

PRA 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PRA 결과는 정확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및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반드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hall). 

1 현장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지 

않다. 

PRA 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결과의 정확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및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평가 수행 

 

MU-10 

EVALUATION OF RESULTS 

The PRA results are 

evalua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before the results 

are used. 

The PRA results should 

be evaluated by the PRA 

experts for accuracy and 

reasonableness and by 

an expert panel before 

the results are used. 

The PRA results should be 

evaluated by the PRA 

experts for accuracy and 

reasonableness and by an 

expert panel before the 

results are used. 

The PRA results shall be 

evaluated by the PRA 

experts for accuracy and 

reasonableness and by an 

expert panel before the 

results are used. 

   

MU-11 

RE-EVALUATION OF PAST 

PRA APPLICATIONS 

PRA 적용한 결론이 아직 

유효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 PRA 적용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재평가한다 

PRA 적용한 결론이 아직 

유효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 PRA 적용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재평가 

하여야 한다(should). 

PRA 적용한 결론이 아직 

유효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 PRA 적용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재평가 하여야 

한다(should). 

PRA 적용한 결론이 아직 

유효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 PRA 적용한 결과를 

반드시 정량적으로 재평가 

하여야 한다(shall). 

1 현장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지 

않다. 

PRA 적용한 

결론이 아직 

유효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 PRA 적용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재평가 수행 

 



 255

요건별 판정 기준 2 3 4 
등

급
판단 근거 

보완 사항 (3등급 

만족) 

비

고 

MU-11 

RE-EVALUATION OF PAST 

PRA APPLICATIONS (3) 

Past PRA Applications are 

evaluated qualitatively to 

assure that the conclusions 

remain valid.supplant 

assumptions. 

Past PRA applications 

should be reviewed and 

evaluated qualitatively to 

determine whether the 

conclusions are valid.   

Past PRA applications 

should be reviewed and 

evaluated qualitatively to 

determine whether the 

conclusions are valid.   

Past PRA applications shall 

be reviewed and evaluated 

qualitatively to determine 

whether the conclusions are 

valid.   

   

MU-12 

과거 PRA 적용 결과가 최근 

정보의 사용 그리고 모델 

update로 인한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재평가 수행 

PRA update로 인해서 

과거 PRA적용한 결과가 

달라진다면 PRA 적용은 

정량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should). 

PRA update로 인해서 과거 

PRA적용한 결과가 

달라진다면 PRA 적용은 

정량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should). 

PRA update로 인해서 과거 

PRA적용한 결과가 

달라진다면 PRA 적용은 

정량적으로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shall). 

1 현장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지 

않다 

PRA update로 

인해서 과거 

PRA적용한 결과가 

달라진다면 PRA 

적용은 정량적으로 

재평가 수행 

 

MU-12 

Past PRA Applications that 

may be affected by the 

latest information and 

update are re-performed. 

Quantitative 

recalculations should be 

performed if the 

applications could be 

modified as a result of 

the PRA changes. 

Quantitative recalculations 

should be performed if the 

applications could be 

modified as a result of the 

PRA changes. 

Quantitative recalculations 

shall be performed if the 

applications could be 

modified as a result of the 

PRA changes. 

   

MU-13 

DOCUMENTATION 

분석 과정에 대한 문서화 

Update process에 대한 

문서화는 전문가 

검토팀으로 하여금 그 

문서를 사용하여 PRA 

적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게 한다.  

문서화는 이미 수행된 PRA 

update와 추후의 PRA 모델 

관리 및 update process를 

연결시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should). 

문서화는 이미 수행된 PRA 

update와 추후의 PRA 모델 

관리 및 update process를 

연결시켜 반드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shall). 

1 현장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지 

않다 

수행된 PRA 

개정과 추후의 

PRA 모델 관리 및 

개정 과정을 

연결시켜 추적이 

가능하도록 문서화 

 

MU-13 

DOCUMENTATION 

Documentation reflects the 

process used 

Documentation of the 

update process provides 

the Peer Review Team 

reasonable confidence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a traceable path 

connecting the maintenance 

and update process with the 

Documentation shall provide 

a traceable path connecting 

the maintenance and update 

process with the 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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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process can 

succeed in maintaining a 

PRA for use in 

applications. 

PRA updates that have been 

performed. 

updates that have been 

performed. 

 MU-14 

분석 결과에 대한 독립검토 

사항 문서화 여부 

독립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should). 

독립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독립검토 결과는 그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should). 

독립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독립검토 결과는 그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에 의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shall). 

1 현장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지 

않다 

분석 결과에 대한 

독립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며, 

독립검토 결과는 

그 분야에 지식이 

많은 사람에 의해 

작성 

 

MU-14 

Includes an independent 

review for the documented 

results 

An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Independent review should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Independent review shall be 

performed and documented 

by knowledgeable 

personnel. 

   

MU-15 

설계, 절차서, 훈련 또는 

운전 경험 등에 대한 변화 

추적이 가능하여 update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 

수행된 과정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서 전문가 

검토팀으로 하여금 PRA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입력 자료가 적절하게 

고려되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문서화는 이미 수행된 PRA 

update와 추후의 PRA 모델 

관리 및 update process를 

연결시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should). 

PRA 문서화를 통해 PRA의 

기술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should). 

문서화는 이미 수행된 PRA 

update와 추후의 PRA 모델 

관리 및 update process를 

연결시켜 반드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shall). 

PRA 문서화를 통해 PRA의 

기술적인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shall). 

1 현장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지 

않다 

MU-13의 

보완사항과 더불어 

문서화를 통해 

PRA의 기술적인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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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15 

Provides the basis of the 

update process and the 

results are traceable to 

specific changes in design, 

procedures, training, or 

operating experience. 

The documentation as 

implemented provides 

reasonable confidence to 

the Peer Review Team 

that the inputs to the PRA 

reflecting changes have 

been adequately 

considered. 

Documentation should 

provide a traceable path 

connecting the maintenance 

and update process with the 

PRA updates that have been 

performed. 

The documentation of the 

PRA should support the 

technical basis of the PRA. 

Documentation shall provide 

a traceable path connecting 

the maintenance and update 

process with the PRA 

updates that have been 

performed. 

The documentation of the 

PRA shall support the 

technical basis of the 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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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 줄)  

현재 국내에서도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는 국내 PSA 모델의 품질이 이와 같은 작업에 적절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 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국내 PSA 모
델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국내에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을 도입함에 있어 가장 기
반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국내 PSA 모델의 품질 검토
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토 대상 PSA 모델로는 울진 3,4호기 Risk Monitor 모델을 선정하
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NEI PRA Peer Review Process Guidance에 근거하
여 PSA 모델의 품질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미국의 ASME PRA Standard를
이용한 국내 PSA 모델 등급 평가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별도 기술보고서로 출간
되었다. 검토 결과 현재 울진 3,4호기 PSA  모델은 2~3 등급 사이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PSA 모델의 등급 평가와 더불
어 국내 PSA 모델이 현재의 일반적인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등급을 갖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도 도출을 하였다. 본
보고서는 향후 국내에서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PSA 품질을 확인하는 데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
는 국내 PSA 모델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보고서 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PSA 
모델의 보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보완 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개선된 모델의
검토를 재수행하여 이를 검토 결과 보고서를 2차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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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under the de-regulation environment, nuclear industry 
has attempted various approaches to improve the economics of 
Nuclear Power Plants  

(NPP). One of these efforts is the risk informed/performance-based operation (RIPBO). 
This approach uses the risk and performance information to manage the resourc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at are used in the operation of NPP. In RIPBO, PSA qual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e nuclear industry and regulatory body of U.S.A 
have developed a measure to evaluate the quality of PSA. NEI (Nuclear Energy 
Institute) has developed a guidance called "NEI PRA Peer Review Process Guidance," 
and NRC (Nuclear Regulatory Committee) and ASME have developed the "PRA 
Standard." In Korea, several projects are on going now, such as the extension of 
AOT/STI of RPS/ESFAS, risk-informed In-service Inspection (RI-ISI). However, in 
Korea, there have been no attempts to evaluate the quality of PSA model itself. 
Therefore, we cannot be sure about the quality of PSA whether or not the present PSA 
model can be used for the risk-informed applications such as mentioned above. We can 
say that the evaluation of PSA model quality is the basis for the RIPBO. In this report, 
we have evaluated the quality of PSA model for Ulchin 3&4 units based on theNEI 
Guidance. We, also, have derived what items are to be improved to upgrade the quality 
of PSA model and how it can be improved. This report can be used as the base of 
RIPBO work in Korea. The review result based on ASME PRA Standard is published as 
the separated technical report of KAERI.The review result based on ASME 
Standard is published as the separated technical report of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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