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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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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다양한 노

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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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운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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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 결과와 원전의 안전성을 종

합적으로 파악하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 결과 
등에서 도출된 발전소의 위험도 및 성능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원전의 운영

을 좀더 효과적/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즉, 위험도 및 성능 정보를 이용

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Safety Significant) 것으로 파악된 기기, 계

통, 구조(System, Structure & Component: SSC)에는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여하여 해당 
SSC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원전 안전성에 영향이 크지 않는(Non-Safety Significant) 
것으로 파악되는 SSC에 대하여서는 투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성

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위 험 도 /성 능  기 반  운 영 에 서 는  PSA 결 과 가  원 전 의  운 영 과  관 련 된  의 사  
결 정 (Decision-Making)의  가 장  중 요 한  정 보 로  사 용 되 고  있 다 .  따 라 서 ,  
원 전 의  위 험 도 /성 능  기 반  운 영 이  효 과 적 으 로  이 루 어 지 기  위 하 여 서 는  
의 사  결 정 에  필 요 한  PSA 결 과 의  정 확 성 /일 관 성  등 이  보 장 되 어 야 만  한

다 .  따 라 서 ,  위 험 도 /성 능  기 반  운 영 에 서  PSA 결 과 를  사 용 하 기  위 하 여

서 는  현 재 의  PSA 모 델 이  어 느  수 준 의  의 사  결 정 에  이 용 할  것 인 가 를  
판 단 하 는 ,  즉  PSA의  품 질 (Quality)에  대 한  평 가  척 도 (Measure)가  필 요

하 다 .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 산업계와 규제 기관에서는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Risk-
informed/Performance-based Operation) 개념에 적용할 PSA 품질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PSA의 품질 검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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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학

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에 의뢰하여 개발한 ASME PRA Standard
가 있다. 두 지침서는 기본적으로는 작성된 배경 및 목적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매우 많

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ASME PRA Standard는 주로 정성적인 선언이 많은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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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 PPR Guidance는 실제 점검표(Check List)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검토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들 두개의 지침서는 전출력 운전중 내부사건 분석 
PSA에 국한되어 지침을 개발하였다. 위 두개의 지침에서 제외되었던 외부사건과 정

지/저출력 운전중 PSA 품질에 대한 평가 지침은 미국의 ANS(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Draft를 발표하였고 최근에 최종 검토분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도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원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허용정지시간 연장, 위험도 정보 활용 가동 중 검사와 같은 과

제가 현재 수행 중이다. 국내 PSA 모델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국내에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을 도입함에 있어 가장 기반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NS LPSD PSA Standard에 기반하여 국내 정지/저출력 PSA 모

델의 품질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토 대상 PSA 모델로는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을 선정하였다. 이 모델은 국내원전에서 수행된 최초의 정지/
저출력 PSA 모델로 이후 수행된 국내원전의 정지/저출력 PSA의 기본 모델로 사용

되었기 때문이다.   

본 검토에는 한국원자력기술㈜, 전력연구원 등 산업체의 PSA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

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PSA 전문가도 규제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를 하였

다.  

각 분야의 검토 수행 결과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은 대략 ANS LPSD 
PRA Standard의 I~II 등급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문서화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PSA에 사용된 신뢰

도 자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ASME PRA Standard의 몇가지 요건

은 국내와 미국의 환경 차이로 인하여 요건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본 연구는 ANS LPSD PSA Standard의 II 등급 범주에 속하는 PSA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영광 5,6 호기 
LPSD PSA 모델을 등급 범주 I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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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범주 II를 만

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이외의 기타 요건에 있어서는 
등급 범주 II를 만족시키는 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향후 국내 표준형 발전소 정지/저출력 PSA 모델의 보완 작업을 수행할 예

정이며, 보완 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개선된 모델의 검토를 재수행하여 개정된 모

델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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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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Cs (System, Structure & 
Componen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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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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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report, we have evaluated the quality of Low power & shutdown PSA 



 

 v

model for Yongkwang 5&6 units based on the ANS LPSD PRA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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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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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근래에 들어 전력 산업의 비규제화(De-regulation) 환경하에서 원전의 타 발전원 대

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다양한 노

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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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운영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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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여 
원전의 운영을 좀더 효과적/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즉, 위험도 및 성능 
정보를 이용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Safety Significant) 것으로 파

악된 기기, 계통, 구조(System, Structure & Component: SSC)에는 좀 더 많은 재원을 투

여하여 해당 SSC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원전 안전성에의 영향이 크지 않는(Non-
Safety Significant) 것으로 파악되는 SSC에 대하여서는 투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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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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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에 들어서는 차등 품질 보증(Graded Quality Assurance: GQA),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설계 요건 재정의 등 원자력 관련 규제 체제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서는 PSA 결과가 원전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Decision-Making)의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서는 의사 결정에 필

요한 PSA 결과의 정확성/일관성 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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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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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 산업계와 규제 기관에서는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Risk-
informed/Performance-based Operation) 개념에 적용할 PSA 품질의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PSA의 품

질 검토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지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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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서는 기본적으로는 작성된 배경 및 목적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매우 많

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ASME PRA Standard는 주로 정성적인 선언이 많은 반

면에 NEI PPR Guidance는 실제 점검표(Check List)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검토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들 두개의 지침서는 전출력 운전중 내부

사건 분석 PSA에 국한되어 지침을 개발하였다. 위 두개의 지침에서 제외되었던 
외부사건과 정지/저출력 운전중 PSA 품질에 대한 평가 지침은 미국의 
ANS(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2002년에 전출력 ASME PRA Standard를 기반

으로 동일한 형식을 갖는 정지/저출력 운전 PSA 등급평가를 위한 Standard 
Draft[5]를 발표하였고 최근에 최종 검토분[6]이 개발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도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원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허용정지시간 연장, 위험도 정보 활용 가동 중 검사와 같은 과

제가 현재 수행 중이다. 국내 PSA 모델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국내에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을 도입함에 있어 가장 기반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원

자력연구소에서는 국내 원전의 PSA를 대상으로 NEI 및 ASME 등급평가 요건을 이

용하여 등급평가[7,8]를 실시한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NS LPSD PSA Standard Draft를 이용하여 국내 정지/저출력 
PSA 모델의 품질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 대상 PSA 모델로는 영광 5,6호기 정지/
저출력 PSA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이 모델 선택 이유는 국내원전에서 수행된 최초

의 정지/저출력 PSA 모델로 이후 수행된 국내원전의 정지/저출력 PSA의 기본 모델

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본 검토에는 한국원자력기술㈜, 전력연구원 등 산업체의 정지/저출력 PSA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정지/저출력 PSA 검토를 수행했던 
전문가도 규제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를 하였다.  

각 분야의 검토 수행 결과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은 대략 ANS LPSD 
PRA Standard의 I~II 등급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검토 결과를 요 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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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전반적으로 문서화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PSA에 사용된 
신뢰도 자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ASME PRA Standard의 몇가지 
요건은 국내와 미국의 환경 차이로 인하여 요건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

었다.  

본 연구는 ANS LPSD PSA Standard의 II 등급 범주에 속하는 PSA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영광 5,6 호기 
LPSD PSA 모델을 등급 범주 I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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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범주 II를 만

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이외의 기타 요건에 있어서는 
등급 범주 II를 만족시키는 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향후 국내 표준형 발전소 정지/저출력 PSA 모델의 보완 작업을 수행할 예

정이며, 보완 작업이 완료된 후 다시 개선된 모델의 검토를 재수행하여 개정된 모

델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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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영광 5,6 정지/저출력 PSA 모델 개요 
본 보고서에서는 검토 대상 PSA 모델로 영광 5,6호기 LPSD PSA(정지/저출력 확률

론적 안전성 평가) 모델[9]을 선정하였다. 영광 5,6 호기 LPSD PSA 모델은 영광 5,6
호기 건설 단계에서 운영허가(Operating License: OL) 지원용으로 정지/저출력 운전중

에 발생할수 있는 Risk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 결과로부터 대상 원전의 설비 
및 운전상의 취약점을 도출하여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원전의 안전성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모델이다. 이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이 모델은 국내

원전에서 수행된 최초의 정지/저출력 PSA 모델이며 이후 수행된 국내원전의 정지/
저출력 PSA의 기본 모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영광 5,6호기 LPSD PSA 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출력 PSA 모델과 동일하게 초기사건 
발생후 사고 완화 계통의 운전여부나 운전원의 적절한 조치 여부에 따라  조기대량

방출(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 빈도를 제외한 CDF(Core Damage Frequency) 
만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모델로 전통적인 CDF 모델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

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현재 LPSD PSA에 대한 세계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방법

론이 없으므로 영광 5,6호기 LPSD PSA에서는 미 NRC에서 Surry 발전소를 대상으로 
수행된 LPSD PSA 보고서인 NUREG/CR-6144[10]의 방법론을 주로 인용하였다.  

영광 5,6호기 LPSD PSA 모델과 전출력 PSA와의 방법론 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

상 운전모드와 각 운전모드별로 발생하는 초기사건으로 나눌수 있다.  

정지/저출력 PSA에서 분석하는 운전 모드는 전출력 PSA에서는 발전소 전출력 운전 
하나만을 분석대상 운전모드로 선택하는 반면에 LPSD PSA에서는 발전소 정지/저출

력 운전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변하는 모든 운전모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각 
운전모드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초기사건 발생후 사고진행과 사고완화 계통의 
배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각각의 사고경위를 적절히 선정하고 이를 정량화하기 
위한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을 따로 구성하여야 한다.  

LPSD PSA 분석에서 취급하는 운전모드는 원자로 정지 및 기동 운전 중에 계통병해 
전후에 수행되는 저출력 운전과 원자로 정지후 핵연료 교환이나 기타 정비를 위한 
발전소 정지운전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이런 운전 모드에서는 전출력 운전과는 
다르게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변수나 사고완화 계통의 다양한 배열 변화를 LPSD 
PSA 모델에 적절하게 반영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LPSD PSA에서는 발전소 정

지 및 저출력 운전중에 나타날수 있는 다양한 운전모드를 발전소의 운영상태(Plant 
Operational States: POS)라는 이름으로 설정하고 각 POS 별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운

전변수나, 사고완화 계통의 정비 및 시험사항과 같은 발전소 배열을 모두 파악하여 
사고경위분석에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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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5,6호기 LPSD PSA 수행은 건설중인 발전소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발전소 운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POS 분류를 위하여 동일 유형의 발전소인 영광 3,4호기 및 울

진 3,4호기의 운전경험을 반영하여 POS 분류 및 정량화 모델을 구성하였다.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수행을 위한 POS 분류는 참조 발전소의 4회에 걸친 계획

예방정비 경험과 국내 원전의 정비이력을 검토한후 정지/저출력 PSA 수행을 위한 
총 17개의 POS를 분류하였으며 각 POS 별로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운전변수와 주

요 계통의 운전변수를 조사하였다. 표 1은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수행을 위

하여 참조 발전소인 국내 표준형 발전소의 정지/저출력 운전 이력을 검토하여 조사

된 각 POS별 운전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정지/저출력 PSA에서 분석되는 초기사건은 전통적으로 전출력 PSA에서 다루는 모

든 초기사건과 정지 저출력 운전중에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건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에서는 전출력 PSA와  동

일한 방법론인 논리적 분류 및 공학적 판단과 미국의 Surry 발전소 정지/저출력 
PSA[10]에서 사용된 벙법론을 이용하여 초기사건을 분석하였다. 영광 5,6호기 정지/
저출력 PSA에서 취급된 초기사건은 크게 나누어 아래의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표 2에는 각 POS에서 발생 가능한 초기사건을 도표로 나타냈다..  

 정지냉각 기능 상실 

 냉각재 상실 사고 

 보조계통 기능 상실 

 과도사건 

또한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에서 분석된 초기사건은 내부사건만으로 국한하

였으며 핵연료 저장조 냉각 상실과 Heavy Load Drop과 같은 초기사건은 분석 대상

에서 제외 되었다.  

그외 전출력 PSA와 다른 부분은 전출력운전과 다른 노심손상 정의와 정지/저출력 
운전중의 비상 및 비정상 절차서의 부재로 인한 보수적인 운전원 오류 값을 적용하

였다. 이외 다른 사고경위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모든 방법론은 전통적

인 전출력 PSA와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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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 POS 분류(1/5) 

POS RCS 온도 RCS 압력 RCS 수위 RCS 개구부 주요운전 

1.계통병해에서 발

전소정지 
정상온도 

  

  

  

  

정상압력 

  

  

  

  

정상수위 N/A 

  

  

  

  

계통병해(turbine trip) 

Gen. Collector Ring 연마 

기동 급수 펌프 기동 

CPC Trip 수동 우회(@Rx 1E-4%) 

기동용 채널 기동(@Rx 2E-6%) 

수동 원자로 정지 

2.증기발생기를 이

용한 발전소 냉각

운전 

RCS냉각 

  

  

260oC 

148kg/cm2 

140kg/ cm2 

52.8kg/ cm2 

  

28.12kg/cm2이하 

정상수위 N/A 

  

  

PSV & MSSV Popping Test & PPS Reset 

RCS 냉각 시작(291oC~) & RCP 정지 

SIT 압력 조절 후 격리 

PPS Bypass(@RCS 28.2kg/ cm2 이하에서) 

정지냉각계통 예열운전 

3.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한 발전소 냉

각 운전 

146oC 이하 

  

126oC 

116oC  

99oC 

28.12kg/cm2 이하 정상수위 N/A 정지냉각계통 I/S 

SBCS V/V-1001, 1002 Close & MSIV all Close 

기동 급수 펌프 정지 & RCP 정지 

LTOP B 계열 I/S & COND. 진공 파괴 

HPSI, CSS 등 운전이 불필요한 펌프 차단기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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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 POS 분류 (2/5) 

POS RCS 온도 RCS 압력 RCS 수위 RCS 개구부 Activities 

3.정지냉각계통을 
이용한 발전소 냉

각 운전 

60oC 이하   정상수위 

PZR 97% 

PZR 100% 

N/A SIT 질소 개스 배기 

가압기 bubble 제거 및 Solid 도달 

RCS H2O2주입 

모든 RCP 정지(RCP Rack-out) 

4. 1차 부분 충수

운전을 위한 배수

운전 

재장전 온도 대기압 PZR100% 

PZR 50% 

RCS 122' 

113' 도달 

105' 1"도달 

PZR Vent Open 

PZR M/W Open 

  

Rx Head Vent V/V 
Open 

배수 시작(RCGVS V-107을 개방하고 HUT로 배수) 

S/G 2차측 이용(Reflux Cooling) 불능 

중력주입 유로 변경(LPSI & HPSI )) 

S/G U-Tube 배수 시작 

5.1차 부분 충수

운전 
재장전 온도 대기압 105' 1"이하 

  

103' 4" 

RCS 수위 상

승 

  

  

S/G Manway Open 

Nozzle Dam 설치 

S/G U-Tube  배수 완료되면 부분 충수 운전 

RCS Level Recorder 전환(WR-NR) 

증기발생기 하부공동부 제염 

Nozzle Dam 설치후 수위 상승(to Rx Head Flange 수위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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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 POS 분류 (3/5) 

POS RCS 온도 RCS 압력 RCS 수위 RCS 개구부 Activities 

6.핵연료 인출을

위한 충수 
재장전 온도 대기압 115' 6" 

127' 

140' 

Rx Head Bolt 
Detension 

ICI 개방 

  

Rx Head Open  

Rx Head를 인양하기 위한 예비작업 

Refueling Cavity Pool Seal 설치 

Stud Bolt Turn-out 

ICI 인출 

Rx Head 인양 

Cavity 충수 

USG 인양 

7.핵연료 재장전 재장전온도 대기압 140' N/A SFP & Refueling Cavity 연결 

핵연료 인출 

핵연료 인출 완료 

8.정비를 위한 배

수 및 충수 운전  

N/A N/A 140' 

101' 7" 

140' 

N/A SFP Gate Close 

RCS 관련계통 점검을 위한 배수 

주요 안전계통 보수 

9.핵연료 재장전 재장전 온도 대기압 140' N/A 핵연료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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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 POS 분류 (4/5) 

POS RCS 온도 RCS 압력 RCS 수위 RCS 개구부 Activities 

10.2차 부분 충수

운전을 위한 배수

운전 

재장전온도 대기압 140 

129' 

127' 

115' 6"  

  

   

N/A 

  

  

Rx Head 안착 
(Head Bolt 조이지

않음)  

SFP Gate Close후 냉각재배수 

UGS 안착 및 CEDM Shaft 분리 

Refueling Cavity 배수 

UGS Storage, Cavity, Refueling Canal, FTC 배수 

Rx Head 안착 

Cavity 제염 

11. 2차 부분 충수

운전 
재장전온도 대기압 RCS 배수 

105' 1" 도달 

103' 4" 

103' 6" 

  

  

S/G M/W Close 

RCS 배수 

2차부분충수운전 

Nozzle Dam 제거 

RCS 충수 

12. 발전소 기동

을 위한 충수 운

전 

재장전온도 대기압 

 

 

28kg/cm2 

115' 6" 

 

 

 

PZR Full 

Rx Head 조임 

ICI & PZR M/W 
Close 

PZR Head & Rx 
Head Vent Valve 
Close  

Rx Head Stud Tensioning 

ICI 삽입 

RCS 충수  &  RCS 충수 완료 

RCS 정적 배기 운전 

RCS 동적 배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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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 POS 분류(5/5) 

POS RCS 온도 RCS 압력 RCS 수위 RCS 개구부 Activities 

13. 1단계 가열 운

전(정지냉각계통 
연결) 

재장전 온도 

  

  

  

146OC 이하 

  

  

  

  

28.12kg/cm2

이하 

PZR Full 

  

정상수위 

N/A RCS 가압 및 가열시작 

RCP 기동 

가압기 기포형성 

SIT가압(to 21kg/cm2) 

안전주입 모드 배열 

2차측 기동 준비 

정지냉각계통 격리 

14. 2단계 가열 운

전(증기발생기 연

결) 

146OC 

  

정상압력 

28.12kg/cm2

  

정상온도 

정상수위 

  

정상수위 

N/A RCS 가열 

SIT 가압(정상 압력) 

RCS 정상 온도 및 압력 도달 

15. 발전소 기동

에서 계통병입 
정상온도 정상압력 정상수위 N/A 제어봉 낙하시험 & Control Rod 인출 

임계도달 & Rx Power 2% 도달 

Turbine 예열 & MFWP 기동(기동 급수펌프 정지) 

Rx Power 11~12%에서 Turbine 기동 및  

계통병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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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광 5,6 호기 정지/저출력 PSA 초기사건 적용  

PO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정지냉각 기능 상실                

정지냉각 기능 상실   O O O O O  O O O O O   

부분 복구불능 정지냉각

기능 상실 
  O O O O O  O O O O O   

과배수 사건     O      O     

저수위 사건     O      O     

냉각재 상실사고                

대형, 중형,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O O O          O O O

회복가능 냉각재 상실사고   O O O O O  O O O O O   

회복불능 냉각재 상실사고   O O O O O  O O O O O   

SCS LTOP 밸브개방사고   O             

가압기안전밸브 개방고착  O              

증기발생기 세관파열사고 O O            O O

소외전원상실 사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발전소 정전사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보조계통 기능 상실                

기기냉각 상실 사고 O O O O O O O  O O O O O O O

4.16kV 전원상실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25V 직류전원상실사고 O O            O O

과도사건                

일반과도 사건 O O            O O

주급수 상실 과도사건 O O            O O

터빈우회 복수기밸브 상실

과도사건 
O O            O O

주급수 및 터빈 우회밸브

상실 과도사건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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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ANS LPSD PRA Standard 개요  
이 장에서는 ANS LPSD PRA Standard의 구성 요소 및 검토 과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간략히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했듯이 국내 원전 정지/저출력 PSA 성

능평가를 위하여 ANS LPSD PRA Standard는 2002년에 발표된 Draft를 참고하였다. 그

러나 이 Standard에는 각 항목별 등급평가를 위한 요건을 제외한 서론이나 기타 
Standard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은 ASME PSA 
Standard와 이를 이용해 국내 표준형 PSA 등급평가후 발간된 검토보고서[8]에서 전

반적으로 인용하였다.  

제1절 서론  

현재 PSA는 RI-ISI, RI-IST 등 다양한 위험도 정보 활용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

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PSA가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질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원자력 산업계와 규제 기관에서는 위험도/성능 기반 
운영(Risk-informed/Performance-based Operation) 개념에 적용할 PSA 품질의 등급

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서 PSA의 품질 검토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지침서는 미국 산업계(Nuclear 
Energy Institute: NEI)가 개발한 NEI PRA Peer Review Process Guidance와 규제 기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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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R Guidance는 실제 점검표(Check List)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검토

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들 두개의 지침서는 전출력 운전중 내부사건 
분석 PSA에 국한되어 지침을 개발하였다. 이들 두개의 지침서는 전출력 운전중 
내부사건 분석 PSA에 국한되어 지침을 개발하였다. 위 두개의 지침에서 제외되

었던 외부사건과 정지/저출력 운전중 PSA 품질에 대한 평가 지침은 미국의 
ANS(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2002년에 전출력 ASME PRA Standard를 기반

으로 동일한 형식을 갖는 정지/저출력 운전 PSA 등급평가를 위한 Standard Draft
를 발표하였고 최근에 최종 검토분이 개발되었다.  

ANS LPSD PRA Standard는 전출력 운전을 위한 ASME PRA Standard와 동일하게  
PSA 모델에 대한 요건(Requirements)을 설정하고, 이들을 특정한 경우의 위험도 
정보 활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현재 ANS LPSD 
PRA Standard는 전출력 운전 중의 1단계 내부사건과 대량조기누출빈도(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LERF) 등 9개 분야에 정지/저출력 운전중 발전소 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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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태 분석(Plant Operational State Analysis)을 추가하여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PSA 성능 범주 

PSA의 활용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범위를 갖게 된다: (1) 의

사 결정 기준, (2) PSA 정보의 사용 정도, 및 (3) PSA에 의한 설계/운전의 변경을 정

당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상세 정도. 따라서, 현재 우리가 PSA를 활용하고자

하는 적용 대상을 위해 필요한 PSA의 품질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술

한 여러 항목들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만 한다.  

ANS LPSD PRA Standard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전출력 운전중 ASME PRA Standard와 
동일하게 다양한 범위의 위험도 정보 활용에서 사용되는 PSA의 성능 범주

(Capability Category)를 다룰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항목에서 PSA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성능 범주 II 등급만을 선정하였으며 ASME PSA 
Standard에서 언급된 부분은 생략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표준원전 
PSA 모델 검토 보고서[8]에서 언급된 내용을 인용하여 표 3에 각 성능 범주에 대해 
PSA 속성(Attributes)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표 3. ASME PRA Standard 성능 범주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범위와 상

세 수준 
정도  

관련 인적 행위를 포

함해 계통이나 계열 
수준에서 기여 인자의

상대적 중요성 파악 

필요시 인적 행위를 
포함해 기기 수준에

서 주요 기여 인자

의 상대적 중요성 
파악* 

필요시 인적 행위를 
포함해 기기 수준에

서 기여인자의 상대

적 중요성 파악* 

발전소 특

성 반영 
정도 

발전소의 특유한 설계

와 운전 설비를 제외

하고는 일반 데이터/
모델 사용 

주요 기여 인자에 
발전소 고유  데이

터/모델 사용 

이용 가능시 모든 
기여 인자에 발전소 
고유 데이터/모델 사

용 

발전소 반

응에 대한 
실제성  
반영 정도 

실제성의 이탈 정도가

의사결정(결론과 위험

도)에 적지 않은 영향 
줄 것 같음  

실제성의 이탈 정도

가 의사 결정(결론과 
위험도)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음 

실제성의 이탈 정도

가 의사 결정(결론과 
위험도)에 영향을 안 
줌 

* “범위와 상세수준 정도”는 모든 인적행위와 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델링된 계통의 기능에 필요한 인적행위와 기기만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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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PSA 모델이 어느 성능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구분은 일반적인 의미로만 정

의될 수 있다. 즉, PSA 모델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성능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며, 
분야별로 I~III 등급 사이의 다양한 등급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비록 PSA의 모든 분

야가 동일한 수준의 성능 범주를 갖지 않더라도, PSA 모델은 기본적인 일관성은 유

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건 수목의 요건은 초기 사건 그룹의 정의와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PSA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PSA
의 각 분야가 어떤 수준의 성능 범주를 가져야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아

울러, 적용 대상에 따라 어떤 보조 요건사항(Supporting Requirements)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절 PSA 기술적 분야 요건 

ANS LPSD PRA Standard의 요건은 전출력 1단계 내부사건 PSA 관련 분야 및 2단계 
PSA의 대량조기누출빈도(LERF)에 발전소 운전상태 분석을 포함하여 총 10가지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소 운전상태 분석(PS) 

 초기 사건초기 사건 분석(IE) 

 사고 경위 분석(AS) 

 성공 기준(SC) 

 계통 분석(SY) 

 인간 신뢰도 분석(HR) 

 데이터 분석(DA) 

 내부 침수(IF) 

 정량화(QU) 

 LERF 분석(LE) 

ANS LPSD PRA Standard는 전출력 ASME PRA Standard와 동일하게 각 PSA의 수행 
분야별로 상위 수준 요건(High Level Requirements: HLR)과 보조 요건(Supporting 
Requirements: SR)을 정의하고 있다. 상위 수준 요건은 ANS LPSD PRA Standard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상세 보조 요건을 
유도하기 위한 상위 수준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상위 수준 요건은 현재의 PSA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뿐만 아니라, 향후의 기술 발전을 수용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반영하고 있다.   

보조 요건은 각각의 성능 범주에 대해 성능 범주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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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보조 요건 사항 중 일부는 한 개의 성능 범주에만 적

용되고, 다른 일부 보조 요건 사항은 두 개 내지 세 개의 성능 범주에 걸쳐 적용되

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어떤 보조 요건 사항이 한 개 이상의 성능 범주에 적용될 경

우, 그 보조요건 사항은 각각의 성능 범주에 동등하게 적용되지만, 그 적용범위는 
표 3에 있는 성능 범주 기준 및 다른 관련 보조 요건사항에서 요구되는 범위와 상

세 수준에 부합되도록 적용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취급된 ANS LPSD PRA 
Standard에서는 많은 보조 요건 들은 범주 II 를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선정되어 있

다.  

상위 수준 요건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은 주어진 상위 수준 요건사항에 포함되는 모

든 보조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 요건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 측면(How to do)이 아니라, 무엇을 하

여야 할 것인가(What to do)에 대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

부적인 기술 자체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PSA를 수행함에 있어 ASME PRA Standard의 상위 수준 요건과 보조 요건을 충족시

키며 기존 방법과 동등하거나 혹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다른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 방법은 반드시 문서화 되어야 하고 상세 검토의 대상이 
된다.  

 

제4절 성능 범주 평가 과정  

특정한 목적의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해, 전체 PSA가 단일 성능 범주를 갖도록 요

구되는 것은 아니며,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이 절도 ANS PSA 
Standard에서 생략된 부분이므로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표준원전 PSA 모델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을 인용하였다. 

그림 1에 PSA 성능 범주 평가 과정이 나타나 있다. 평가 과정은 A, B, C, D, E의 5단

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의 순서는 변경될 수도 있다.  

단계 A – 적용 대상의 파악과 성능 범주 결정  

PSA를 이용한 어떤 적용 대상의 특성은 (1) 제안된 변경에 의해 영향 받는 발전소 
설계 및 운전(그림 1, 박스 1), (2) 발전소 설계/운전의 변경과 PSA 모델 사이의 상관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것으로 파악된 SSCs와 발전소의 관련 활동(그림 1, 박스 
2) 및 (3) 제안된 변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PSA 범위 및 위험도 척도(그림 
2-1, 박스 3)에 의해서 정의된다.  

또한, 적용 대상의 특성이 파악되면, 이에 필요한 PSA 각 부분의 성능 범주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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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각 부분의 성능 범주와 그 결정 근거는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 성

능 범주의 결정을 위해서는 PSA 활용을 지원하는 PSA의 역할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PSA의 역할 평가시, 다음 속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PSA 활용에서의 PSA 역할과 의사 결정에 있어 PSA 결과에의 의존 정도  

 PSA 활용 지원에 사용되는 위험도 척도와 관련 의사 결정 기준 

 PSA 각 부분에 대해 요구되는 PSA 모델 범위/상세 수준과 특정 활용 필요성 관

련 PSA 결과  

 PSA 결과에 요구되는 정확성 정도, 관련 불확실성 평가 및 민감도분석  

 의사 결정 지원에 요구되는 결과의 신뢰성 정도  

 PSA 활용에 따른 의사 결정이 발전소 설계 기준에 미치는 영향 정도 

단계 B – PSA 필요 범위, 결과 및 모델 평가  

이 단계에서는 특정한 PSA 활용에 현재의 PSA 범위와 상세 수준이 충분한 가를 결

정하기 위해 PSA를 평가한다. 즉, 발전소 또는 운전 변경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PSA가 제공하는 가를 결정한다. 만일, PSA의 일부분이 제안된 변경에 
따른 영향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품질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PSA의 해

당 부분을 개선하거나, 추가적 분석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만일 PSA의 품질 수준이 
충분하다고 결정된다면, 그 결정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아울러, 발전소 설계 또는 운전 변경에 의해 영향받는 SSCs 및 발전소 활동에 대하

여 이들 항목이 PSA에 모델링 되었는가를 파악한다. 만일, 이들 항목이 모델링되어 
있지 않다면 PSA 모델을 개선하거나 추가적 분석을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현재의 PSA 활용과 관련된 PSA의 구성 분야는 제6절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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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검토 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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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C - Standard의 범위와 상세 수준 결정 

이 단계에서는 현재 고려 대상인 PSA 활용과 관련된 보조 요건 사항의 범위 및 상

세 수준이 충분한가를 결정한다. 만일, 특정 요건의 범위 및 상세 수준이 부족하다

고 판단되면, 해당 PSA 활용에 대한 그 특정 요건의 중요성이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 결과, 해당 특정 요건이 중요하지 않다면 현재의 PSA 활용은 현재 지침

서의 요건으로 충분하다. 이 특정 요건의 적정성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문서화되어

야 한다. 

단계 D - PRA 모델과 Standard 비교.  

이 단계에서는 PSA의 각 부분이 PS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필요 성능 범주

의 보조 요건 사항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상세 검토 결과가 사용

될 수도 있다. 이들 결정에 대한 근거는 반드시 문서화 되야 한다. 만일 PSA가 보

조 요건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중요한가를 결정한다(그림 1, 박스 
12).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된다면 그와 같은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제안된 PSA 활용의 영향과 관련해, 앞에서 언급한 요건과의 차이가 적용되지않

거나, 혹은 적용이 되어도 정량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는, 

 민감도 분석이나 경계 분석(Bounding Analysis)를 통하여 적어도 CDF/LERF의 
90%에 해당하는 사고 경위가 이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인다.  

이와 같은 차이의 중요성은 고려하는 특정 PSA 활용에 따라 다르며, 전문가 패널에 
의한 결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단계 E - 보충 분석/요건 사용  

PSA 또는 Standard의 범위가 불충분하다면, 보충 분석 또는 추가적 요건이 사용될 
수 있다. 보충 분석은 고려하는 PSA 활용에 따라 다르며, 경계 또는 선별 분석 같

은 결정론적 분석이나 전문가 판단에 의한 결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충 
분석 등은 반드시 문서화 되야 한다. 

  

제5절 PSA 통합 관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위험도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PSA 품질 요건 만이 아니라 PSA 
통합 관리(PSA Configuration Control)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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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 PSA Standard에서 생략된 부분이므로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표준원전 
PSA 모델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을 인용하였다.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PSA 입력 감시(Monitoring PSA Input)와 새로운 정보 수집 과정 

 설계 및 현재 운전 중인 발전소의 상태와 일치하도록 PSA 모델을 유지시키고 
개선하는 과정  

 설계/운전 변경시 즉시 PSA 모델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들이 PSA 활용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고려  

 이전에 수행된  위험도 정보 활용 의사 결정에 대해 변경된 PSA의 영향을 평가

하는 과정 

 PSA 정량화에 사용된 컴퓨터 코드의 일관성 및 동일 결과의 생산 가능성을 확

인하는 과정  

통합 관리 프로그램의 문서화는 위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한다. 

 

제6절 상세 검토 

상세 검토는 PSA 방법론과 방법론의 구현 과정이 ANS LPSD PRA Standard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결정하기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상세 검토의 범위는 지난 번

에 수행된 상세 검토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의 변경 사항만을 포함한다. 이 절도 
ANS PSA Standard에서 생략된 부분이므로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표준원전 
PSA 모델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을 인용하였다. 

1. 검토 주기와 방법  

가. 주기 

상세 검토는 PSA 사용 전에 한번만 수행하면 된다. PSA 개선 시 상세 검토를 수행

하는 경우, 최근의 검토 결과가 검토 기록으로 간주된다. 추가적인 상세 검토는 이

전의 검토 이후의 PSA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나. 방법 

상세 검토는 반드시 PSA 품질 평가 요건과 상세 검토 요건에 따라 문서화된 방법

론을 사용해 수행되어야 한다. 상세 검토 방법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졌다: 

 상세 검토 팀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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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검토 과정 훈련  

 PSA가 지침서의 보조 요건 사항을 충족시키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상세 검토 
팀에 의해 사용되는 접근 방법 

 서로 다른 전문적인 의견이 다루어지고 해결되는 과정  

 PSA 통합 관리 검토 방법 

 검토 결과 문서화 방법  

2. 상세 검토팀 구성과 검토자 자격 

상세 검토 팀은 반드시 다음에 기술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PSA 분야와 이들 분야간의 연계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발전소 핵증기공급계통, 격납용기 설계, 발전소 운전에 대한 통합적인 지식  

또한, 상세 검토 팀 구성원은 반드시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Standard의 해당 요건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검토자에게 배정된 PSA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검토자가 수행한 일이나 검토자가 일부 기여한 PSA의 검토에는 참여할 수 없다.  

검토자가 이해관계(재정 또는 경험상)가 있는 PSA에 대해서는 검토에 참여할 수 없

다. 상세 검토 팀의 구성원 중 한명은 모든 PSA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PSA 분야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상세 검토 팀에는 팀리더가 있어야 하는데,  팀리더가 반드시 기술적인 통합 역할

을 할 필요는 없다. 인간 신뢰도 평가와 LERF 검토를 위해 배정된 구성원은 반드

시 이들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상세 검토는 최소한 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최소 1주일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만일, PSA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개

선을 위해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최소 2명의 구성원에 의해 검토가 수행되고 검토 
시간은 해당 PSA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3. 방법 확인을 위한 PSA 분야 검토 

상세 검토 팀은 검토 받는 PSA의 방법론 및 이 방법론의 실행이 Standard의 요건을 
충족시키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이 절의 요건을 사용해야 한다. 각 PSA 분야

에 대한 검토 범위는 검토자의 판단에 따른다. 다음은 각 PSA의 분야별 주요 검토 
사항이다: 

 발전소 운전상태 분석(PS): 발전소 상태 분석은 원전의 정지/저출력 운전중에 초

기사건 발생후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각종 운전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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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완화 계통의 운전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세히 검토되고 사고경위 분석 
모델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발전소 상태 분석에 대한 항목은 ANS LPSD PSA Standard에 언급이 없으므로 임의

로 정의함  

 초기 사건(IE): 일반적인 전출력 PSA에서 취급된 초기 사건외에 정지/저출력 운

전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초기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반드시 검토되

어야 한다. 

 

 사고 경위분석(AS): 검토는 선정된 사고 경위에 대해 수행된다. 검토를 위해 선

정되는 전형적인 사고 경위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차측 과도 사건에 대한 사고 경위 모델 

 LOOP(Loss of Off-site Power)/SBO(Station Black Out)를 포함한 사고 경위 모

델 

 보조 계통 상실에 대한 사고 경위 모델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사고 경위 모델 

 ISLOCA(Interfacing LOCA) 사고 경위 모델 

 SGTR(Steam Generator Tube Rupture) 사고 경위 모델 

 ATWS(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사고 경위 모델 

 

 성공 기준(SC): 검토는 성공 기준의 정의 및 평가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검토

를 위해 선정되는 전형적인 성공 기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성공 기준 평가와 지원 근거(Supporting Basis)에 사용된 노심손상의 정의 

 안정 및 안전 상태에 해당되는 모델링 조건 

 LERF의 정의와 지원 근거에 사용된 노심과 격납용기 반응 조건 

 초기 사건 완화를 위해 PSA에서 사용된 노심과 격납용기 성공 기준 

 PSA에서 사용된 계통 성공 기준 설정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와 모델링된 발

전소에의 적용 가능성  

 계통 성공 기준 설정을 위한 발전소 고유 근거  

 노심 냉각이나 잔열 제거 성공 기준과 사고 경위 시간 등을 위해 특별히 수

행된 계산 및 사용 코드 

 PSA 보조 계통 성공 기준(격실 가열 계산, 부하 차단 평가 등)을 위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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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행된 계산 및 사용 코드 

 PSA를 위해 대상 발전소를 위해 수행된 격납용기 반응 계산  

 성공 기준 설정을 위해 사용된 전문가 판단 

 

 계통 분석(SA): 계통 분석 검토를 위해 선정된 계통 모델 부분은 전형적으로 다

음을 포함한다: 

 CDF나 LERF에 기여하는 주요 계통 

 다른 상세 정도를 갖는 상이한 모델 

 완화 기능을 위한 전위 계통 

 주요 보조 계통 

 다양한 성공 기준을 갖는 복잡한 계통(기기 냉각수 계통 등) 

 

 인간 신뢰도 분석(HR): 인간 신뢰도 분석 검토를 위해 선정된 인간 신뢰도 분석 
부분은 전형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CDF 또는 LERF에 기여하는 주요 인간 행위의 인적 오류확률  

 선별 인적 오류 확률의 선정과 실행 

 사고후 인적 오류 확률값들 

 계측 기기 보정과 기기 고장에 대한 사고전 인적 오류 확률  

 동일한 기능을 갖지만 다른 PSFs(Performance Shaping Factors)의 영향하에 있

는 인적 오류 확률   

 의존성이 있는 인적 오류 

 1.0E-4보다 작은 확률값을 인적 오류  

 혹독한 환경(Harsh Environment)에서의 원격 행위(Remote Action)을 포함하는 
인적 오류 확률 

 

 데이터 분석(DA): 데이터 분석 검토를 위해 선정된 데이터 분석 부분은 전형적

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CDF 또는 LERF에 기여하는 기기 고장 모드의 데이터 값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CCF)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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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요고장 모드(Failure to start& run, Test & Maintenance) 데이터 값에 대한 
분자/분모값 

 기기수리와 회복 관련 데이터  

 

 내부 침수(IF): 내부 침수 검토를 위해 선정된 내부 침수 부분은 전형적으로 다

음을 포함한다: 

 CDF 또는 LERF의 주된 내부 침수 기여인자  

 임의 침수 지역 선별  

 내부 침수 사건 빈도  

 파악된 침수원과 관련된 내부 침수 시나리오  

 이웃 침수 지역으로의 침수 전파를 포함한 내부 침수 시나리오  

 침수로 인한 기기 고장의 각 기제(Mechanism)별 내부 침수 시나리오  

 파악된 사고 유발자(과도 사건 또는 LOCA)를 포함하는 내부 침수 사건 시

나리오  

 

 정량화(QU): 1단계 정량화 결과 검토를 위해 선정된 1단계 정량화 과정 부분은 
전형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사용된 코드의 적합성  

 절단치와 정량화 과정  

 회복 조치 분석  

 모델 비대칭성과 민감도분석  

 모듈 작성 과정  

 논리 플래그 

 논리 루프 해결  

 

 대량조기누출빈도(LE) 분석: LERF분석과 1단계/LERF 연계과정은 반드시 검토되

어야 한다. 이의 검토를 위해 선정된 1단계/LERF 연계과정과 LERF 분석 부분은 
전형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LERF 분석의 전이를 위해 선정된 사고 특성  

 사용된 연계 기제  



 

24  

 CDF 전이(Carryover)  

 LERF 분석 방법  

 LERF의 방사선 누출 특성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적절히 고려되었는가에 대

한 증명  

 노심손상 뒤에 존재하는 불리 조건을 고려한 인적 행위와 성공 조건 

 사고 경위 사상(Mapping) 

 중대 사고 조건하에 격납용기 성능 평가  

 LERF 정의와 근거  

 안정적인 격납용기 최종 상태에 필요한 기능 사건(functional event)이 격납용

기 사건 수목에 포함되었는 지 여부 

 민감도 분석    

4. 전문가 판단과 PSA 통합 관리  

이 Standard의 요건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된 전문가 판단 및 PSA 통합 관리는 반드

시 ASME Standard의 요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5. 문서화 

상세 검토 팀의 문서화는 반드시 검토과 정이 적절히 실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야 한

다. 특히 상세 검토 문서화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검토되는 PSA version 파악 

 상세 검토 팀 구성원 이름 

 각 구성원들의 고용주, 교육 및 PSA 훈련 정도, PSA 및 PSA 분야 경험과 전문

성에 대한 간단한 이력서 

 각 팀 구성원이 검토한 PSA 분야  

 각 PSA 분야가 검토되는 수준 정도에 대한 논의  

 Standard 요건과 PSA 모델 사이의 차이점 검토 결과(추후 이와 같은 차이점이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상세 수준으로 문서화 필요) 

 지원 요건 사항 측면에서 예외 사항과 부족 사항의 파악과 중요성  

 임의의 상세 검토자가 요구시 상세 검토자 간에 차이가 나거나 일치하지 않는 
의견에 대한 문서화  

 차이 해결을 위해 추천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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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세 검토 팀의 언급 사항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 상세 검토 팀이 추

천한 대안의 예외 사항도 반드시 정당화되어야 한다. 

 

제4장 요소별 검토 결과 및 보완 사항  
이 장에서는 각 분야별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제1장에서 언

급했듯이 검토 결과 및 보완사항은 1단계 PSA 모델과 관련된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내부 침수사건 및 대량조기누출빈도 분야는 이번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각 분

야별 상세 검토 결과는 부록 A에 상세히 수록되있다. 표 4. 각 분야별 상세 검토결

과 해당 표 목록는 각 분야별  검토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 부록 A의 해당 표를 나

타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각 분야별 보완사항만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표 4. 각 분야별 상세 검토결과 해당 표 목록 

분야 영문명 및 약자 부록 A의  표

발전소 운전상태분석 Plant Operational State Analysis(PS) 표 A-1 

초기 사건 분석  Initiating Event Analysis (IE) 표 A-2 

사고 경위 분석 Accident Sequence Analysis (AS) 표 A-3 

성공 기준 Success Criteria (SC) 표 A-4 

계통 분석  System Analysis (SY) 표 A-5 

인간 신뢰도 분석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 표 A-6 

데이터 분석  Data Analysis (DA) 표 A-7 

정량화 Quantification (QU) 표 A-8 

 

제1절 발전소 운전상태 분석 보완사항 

 핵연료 재장전을 위한 계획예방정비 외의 기타 정지유형에 대한 POS  분류등에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함.  

 POS 분류시 국내 발전소 운전경험 등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POS 분류를 위한 선정기준이나 기타 PRA 수행을 위한 연계 등에 대한 문서화 
보완이 필요함. 

제2절 초기 사건분석 보완사항 

 초기사건 도출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의 사요과 문서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운전경험 반영이 보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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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사건 검색시, 고장이 초기 사건 유발 가능성에 영향을 주거나, 그 사건의 
결과로 원전 안전 가능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계통 및 보조계통의 정렬이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며 초기사건에서 간과된 경우 타당

한 근거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미흡함.. 

 다중 호기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외부 전원 상실 사고 같은 다중 호기의 초기 사

건 모델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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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사건 그룹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방법론 적용 및 문서화 필요함. 

 초기사건 도출시 사용된 근거 및 다른 PSA 업무와의 연계성에 대한 문서화 필

요.  

 

제3절 사고 경위 분석 보완사항 

 사고경위에서 제외된 사건의 선별근거에 대한 정량적 접근이 필요함. 

 발전소 운전상태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각 사고경위 모델에 발전소 현상학적 조

건과 환경적인 영향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고 경위 분석과 다른 PSA 업무 사이의 연계 사항에 대한 문서화 및 사고 경

위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 사항, 가정 사항의 근거,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

향 및 모델된 종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계통 운전 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문서화 
보완 필요 

 

제4절 성공 기준 보완사항 

 노심손상 정의나 임무시간 등과 같은 성공 기준 설정시 보수적 가정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함. 

 각 발전소 운전상태별로 사용된 성공기준의 중요한 근거, 점문가 의견, 참조 및 
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문서화가 필요함.  

제5절 계통 분석 보완사항 

 계통분석시 체계적인 계통 모델링 기준 마련과 이의 일관된 적용 및 계통 모델

링시 기기의 선별 근거, 가정사항 등에 대한 문서화 보완 필요함. 

 발전소 실제상황이나 운전이력 반영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4개 펌프의 CCF 가능성 등 체계적인 CCF 모델링 및 그룹화에 대한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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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기반한 CCF분석 수행 필요  

 공학적 판단에 의해 처리된 임무 시간 동안 요구되는 보조계통의 모델링에 대한 
근거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데이터 분석에 이용된 계통 기능 및 경계에 사용된 관련 성공기준, 모델링된 기

기들과 인간행위를 포함한 고장모드, 그리고 보조계통 및 공통원인고장을 포함

한 모델의 종속성 등에 대한 문서화의 보완이 필요함 

 

제6절 인간 신뢰도 분석 보완사항 

 PSA에 모델된 기기는 절차서나 운전 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정상적인 운전이나 
대기 상태의 변경을 초래하는 보수나 시험 혹은 배열변화 등을 포함하는 모든 
직무와 관련된 인간 신뢰도 분석의 보완이 필요함. 

 사고경위 등에 이용된 인적 오류평가시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필요함. 

 인적 오류 및 회복 오류 평가 시 해당 발전소의 경험이나 관련 절차서 등의 검

토와 직원 면담 통한 체계적이고 타당한 근거 보완이 필요함. 

 사고 경위에 나타나는 다수 인적 오류의 상세하고 체계적인 평가 필요(다수 인

적 오류의  최소 결합 오류 확률의 정의와 정당화, 회복 행위 근거 보완 등)  

 인적 오류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보완 및 불확실성 분석 필요함. 

 인적오류 분석 과정에 이용된 방법론 및 가정 사항(관련 절차서, 단서 등)에 대

한 근거와 PSA 연계작업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문서화 필요함.  

제7절 데이터 분석 보완사항 

 일반 모수 추정치에 대한 유추 과정과 자료의 확인과 각 모수의 정의와 경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대상 발전소 고유자료의 수집과 현재 발전소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 확보 필요 

 자료 수집을 위한 그룹 정의 시 형태에 따라 기기를 분류하고 이용 특성에 따라 
기기 분류하고 Outlier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대상 발전소의 고유자료를 이용한 Bayesian Updating과 최근의 CCF 자료를 이용

한 CCF 확률값 재계산 필요 

 자료 분석에 대한 문서화 부분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야 함. 상대적

으로 부록의 표 A-7에서 DA-E1요건의 (g), (h), (j)항에 대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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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정량화 보완사항 

 단절집합 검토 과정에 대한 기록, truncation value의 설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

술, 그리고 삭제된 상호 배타적인 사건의 목록 및 삭제 근거 등에 대해서 문서

화가 미흡하므로 보강 필요 

 불확실성의 근원에 대한 조사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그 근원에 
대한 정량적인 불확실성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Parameter 불확실성과 관련된 불확실성 분포를 좀 더 상세하게 평가하고 주요 
모델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QU-E4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

한 추가 분석 필요  

 단절집합 검토 과정에 대한 기록, 삭제된 상호 배타적인 사건의 목록 및 삭제 
근거 등에 대해서 문서화가 미흡하므로 보강 필요 앞으로 PSA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모델의 한계점 등에 대해서 문서화가 안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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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종합 등급 판정 
이 장에서는 영광 5,6호기의 정지/저출력 PSA 모델에 대하여 ANS LPSD PRA 
Standard에 기반한 등급 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기술하였다.  

종합 판정 결과 현재 모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문서화 부분이였으며, 전체적으

로는 ASME I 등급 범주와 II 등급 범주 사이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이 평가에서 인간오류 분석은 내부 검토만을 수행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토는 
수행되지 않아 추후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내부 홍수와 대량 초기방출빈

도 분석은 정지/저출력 PSA 분석 대상에서 분석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등급 판정에

서도 제외되었다.  

발전소 운전상태 분류는 총 15개 요건 중 I 등급 요건이 7개이고, 2등급 요건이 8개

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초기 사건은 총 30개 요건 중 I 등급 요건이 각각 16개이고, 2등급 요건이 14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사고 경위는 총 21개 요건 중 I 등급은 5개, II 등급은 16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성공 기준은 총 16개 요건 중 I 등급은 7, II 등급은 9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계통에 대한 등급 판정은 총 42개 요건 중 I 등급은 14개, II 등급은 26개, III 등급은 
1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국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요건이 1개인 것

으로 판정되었다. 

자료분석은 총 29개 요건 중 I 등급은 19개, II 등급은 10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인간 신뢰도 분석은 총 34개 요건 중 I 등급은 18개, II 등급은 9개, III 등급은 1개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I 등급이하의 요건이 6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정량화 부분은 총 31개 요건 중 I 등급은 11개, II 등급은 14개, III 등급은 2개 요건

으로 판정되었다. 그리고, I 등급이하의 요건이 4개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상기 기술한 7개 분야의 각 요소별 상세 등급 판정 결과는 다음 표 5에서 표 12에 
걸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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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등급 판정 결과 – 발전소 운전상태 (PS) 

요건 분류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N/A I 등급 관련 사항 비고 

HLR-PS-A 

POS 분석(6) 

1 5 0  PS-A2: O/H 를 제외한 기타 정

지 유형에 대한 분석 미흡  

 

HLR-PS-B POS 기

간 분석(2) 

1 1 0  PS-B1 : O/H 를 제외한 기타 정

지 유형 지속시간 분석 미흡 

 

HLR-PS-C POS 선

별(3) 

1 2 0  PS-C2: O/H 를 제외한 기타 정

지 유형에 대한 분석 미흡 

 

 

HLR-PS-D 문서화 

(4) 

4 0 0  IE-D1,D2,D3,D4 : POS 문류 근

거 및 문서 유지보수 절차 미흡. 

 

총 15 개 요건 7 (46%) 8 (5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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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등급 판정 결과 – 초기 사건(IE) 

요건 분류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N/A I 등급 관련 사항 비고 

HLR-IE-A 

Identification (10) 

3 7 0  IE-A1 : 초기사건 도출시 구조적

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사용하여

야 하나 타 원전의 경험을 바탕

으로 한 공학적 판단을 이용함. 

IE-A7: 초기 사건 검색시 초기

사건 Precursor 를 고려하여야

하며, 각 계통의 배열과 보조계

통의 배열을 고려하여야 하나, 

국내에서는 Precursor DB 및 분

석 미수행. 

IE-A10 : 양호기 LOOP 나, 냉각

수 완전상실 같은 다중 호기 초

기 사건은 명확하게 정량화 되어

야 하는데 검토가 안됨. 

 

HLR-IE-B 

Grouping (4) 

2 2 0  IE-B2 : IE-A1 과 동일 요건. 

IE-B4 :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

성(LERF)을 이용한 초기사건 그

룹화 미흡. 

 

HLR-IE-C 

Quantification 

(12) 

6 6 0  IE-C1: 초기사건 발생 빈도 추

정시 고유자료 이용이 미흡.  

IE-C2 : 초기사건 빈도 추정시

일반 산업계 자료를 이용한 베이

 



 

32 

요건 분류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N/A I 등급 관련 사항 비고 

지안 처리 미흡. 

IE-C3 : 초기사건 빈도 추정시

운전연수 계산에 대한 처리 미

흡. 

IE-C4 : 초기사건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량적수치 사용 미흡. 

IE-C5 : 초기사건 빈도 추정시

추이분석 미흡. 

IE-C10 : 초기사건 빈도 추정시

사용된 자료간의 비교분석 미흡. 

HLR-IE-D 

Documentation (4) 

4 0 0  IE-D1 : 사고경의 정량화에 대한

문서화 미흡.  

IE-D2 : 초기사건 선별근거 문서

화 미흡. 

IE-D3 : 자료분석 문서화 미흡 

IE-D4 : 문서의 유지보수 절차

미흡. 

 

총 30 개 요건 16 (53%) 14 (4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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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등급 판정 결과 – 사고 경위(AS) 
요건 분류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N/A I 등급 관련 사항 비고 

HLR-AS-A 
사고 시나리오  
(11) 

1 10 0  AS-A7: 초기 사건에 대한 사고
경위 기술에서 표제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있는데 주요 사고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 

 

HLR-AS-B 
종속성  (6) 

1 5 0  AS-B3: 가혹 환경에서의
현상학적 조건/영향 파악 필요. 
특히, 환경적인 영향 고려 시에
제어 부품에 대한 검토 필요 

 

HLR-AS-C 
문서화 (4) 

3 1 0  AS-C2: 통상의 Peer Review 를
지원 가능할 정도의 문서화 필요
AS-C3: 전반적인 문서화 상태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문서화 보충. 특히 발전소 손상
상태에 따른 사고 경위 모델의
연계 설명에 대한 문서화와
종속성을 통합적으로 다주기
위한 체계에 대한 문서화 보충
필요 
AS-C4: 사고 경위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정 사항과
가정을 위한 근거와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 모델된 종속성을
보조하기 위한 계통 운전 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문서화 보완 

 

총 21 개 요건 5 (23.8%) 16 (76.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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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등급 판정 결과 – 성공 기준(SC) 

요건 분류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I 등급 관련 사항 비고 

HLR-SC-A 노심

손산 정의(6) 

2 4 0 SC-A1: 노심손상 정의 근거 미흡 

SC-A4: 임무시간에 대한 명확한 근

거 미흡 

 

 

HLR-SC-B 분석 

방법 및 능력(6) 

2 4 0 SC-B1: 보수적인 가정 적용. 

SC-B1: 보수적인 적용에 대한 민감

도 분석 미흡. 

 

HLR-SC-C 문서

화(4) 

3 1 0 SC-C1: 주요 분석 결과 문서 작성

미흡 

SC-C2: 전문가 판단 사용 부분에 대

한 문서화 

SC-C3: 각 운전상태 별로 분석에 사

용된 가정 및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화 미흡 

 

총 16 개 요건 7 (43.75%) 9 (56.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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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등급 판정 결과 – 계통(SY) 

요건 분류 <I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N/A I 등급 관련 사항 비

고

HLR-SY-A (23): 

계통 고장 및 이용 

불능 모드 원인 처

리 

 5 16 1 1 SY-A13: 근거있는 모델링 기준과 일

관된 적용 

SY-A14: 계통모델링 상의 정량적 선

별 근거 미흡  

SY-A15: 사고전 인간 오류 분석 미흡

SY-A18: 기기 배열변화에 대한 실제

성 반영 미흡 

SY-A19: 연속적인 계통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통조건 모델 미흡 

 

HLR-SY-B(16): 계

통 간/내 종속성 처

리 

 7 9   SY-B1: CCF 등과 같은 종속고장에

대한 상세 모델 미흡  

SY-B5,B6,B9:보조계통의 모델에 보수

적 가정에 따른 정확성 미흡  

SY-B7: 환경적인 위해에 대한 보수적

가정 

SY-B8: 격납건물 고장 영향 파악/반

영 

SY-B11: 계통의 운전에 필요한 신호

등과 같은 보조기기의 상세 모델 미흡 

SY-B15: 계통의 운전에 필요한 신호

등과 같은 보조기기의 상세 모델 미흡

 

HLR-SY-C(3):  문

서화 

 2 1   SY-C1,C2: 계통 분석시 사용된 모든

근거 및 추후 추적의 용이성을 위한

문서화  

 

총 42 개 요건  15(33.3%) 25(61.9%) 1(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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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등급 판정 결과 – 인간 오류(HR) 

요건 분류 < I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N/

A 

I & < I 등급 관련 사항 비

고

HLR-HR-A (3): 인간

오류 분석 절차 

1 2    HR-A1: 정비나 시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직무 파악 미흡 

HR-A2: 직무간의 연관 관계 파악 미흡 

HR-A3: 안전관련 기기등에 동시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직무 파악 미흡 

 

HLR-HR-B(2): 인간 

오류 선별 

 2    HR-B1: 개별행위 선별 근거 및 문서화

미흡 

HR-B2: 인적 오류로 인한 다중게통의 영

향 파악 미흡  

 

HLR-HR-C(3): 인간

오류 분석 

2 1    HR-C1: 일관되고 상세한 인간오류 분석

미흡 

HR-C2: 직무후 복귀 과정에 대한 인간오

류 평가 미흡 

HR-C3: 대기 안전계통의 교정업무 등과

관련된 인강오류 평가 미흡  

 

HLR-HR-D(7): 사고

전 인간 오류 정량화 

1 4 2   HR-D3: 인간오류 평가시 관련 문서 검토

미흡 

HR-D4: 회복오류 평가시 가정 근거 미흡 

HR-D5: 인간오류 간에서의 존속성 파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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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분류 < I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N/

A 

I & < I 등급 관련 사항 비

고

HR-D6: 불확실성 분석 미흡 

HR-D7: 운전경험 반영 미흡 

HLR-HR-E(4): 사고

후 인간 오류 파악 

1 1 2   HR-E3,E4: 절차서 해석이나 운전원 모델

에 대한 검증 미흡  

 

HLR-HR-F(2): 사고

후 인간 오류 정의 

 0 1 1      

 

HLR-HR-G(9): 사고

후 인간 오류 정량화  

1 5 3   HR-G1,G2: 상세 모델링 미흡 

HR-G3: 해강 발전소의 특성이 반영된

PSF 의 반영 미흡 

HR-G7: 체계적인 사고 경위 의존성 평가

미흡 

HR-G8: 최소 결합 HEP 정의와 정당화 

HR-G9: 불확실성 분석  

 

HLR-HR-H(3): 회복 

조치 

 2 1   HR-H2: 회복행위 근거 미흡  

HR-H3: 체계적인 의존성 분석 미흡 

 

HLR-HR-I(1): 문서화  1    HR-I1: 선별분석 근거와 정량화 근거(관

련 절차서 cues 등) 문서화 미흡 

 

총 34 개 요건 6(17.6%)
18(52.9

%) 
9(26.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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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등급 판정 결과 – 자료(DA) 

요건 분류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N/A I 등급 관련 사항 비고 

HLR-DA-A 

사건 확률계산을 위

한 논리모델과 경계 

정의 (3) 

1 2 0  DA-A3: 일반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모수 추정등에 대한 고려 없음 

 

HLR-DA-B 기기 

그룹 설정 (2) 

2 0 0  DA-B1,B2: 일반 데이터 이용 및 데이

터 수집을 위한 그룹 정의에서 Outlier

에 대한 고려 미흡 

 

HLR-DA-C 

대상 발전소 자료 

수집 (16) 

9 7 0  DA-C2,C3,C4,C5,C6,C7,C8,C9<C10: 

발전소 고유자료 사용 미흡 

 

 

HLR-DA-D  

변수 추정 (7) 

6 1 0  DA- D1,D2,D3,D4: 일반자료 사용으

로 모수 추정치와 같은 체계적인 통계

적 해석 미흡 

DA-D6: 일반자료를 이용한 CCF 분석

DA-D7: 건설중인 원전에 대한 일반자

료 아용 

 

HLR-DA-E 문서화 

(1) 

1 0 0  DA-E1: 자료 분석에 대한 문서화 미

흡 

 

총 29 개 요건 19 (65.5%) 10 (34.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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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등급 판정 결과 – 정량화(QU) 

요 건 I <  I 등급 
범주 

 II 등급 
범주 

III 등급 
범주 

N/A I 등급 관련 사항 비고

HLR-QU-A : 정량화 (4)   4     

HLR-QU-B : 코드 (9)  2 5 2  QU-B3: 절삭치 민감도 분

석 미흡 

QU-B4: Rare event 

approximation 에 해당되

지 않는 값 사용 

 

HLR-QU-C : 종속성 (3)  1 2   QU-C2 : 사고 전 인적 오

류 정량화에 대표적인 

HEP 값 사용 

 

HLR-QU-D : Contributors (5)  4 1   QU-D2 : 모델링 가정사항

에서 벗어난 현상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미흡  

QU-D3 : 타발전소 결과와 

비교 검토 미흡 

QU-D4 : 모든 MCS 에 대

한 상세 검토 미흡 

QU-D5 : 분석에 이용된 

가정등에 대한 중요도등에 

관한 민감도 분석 미흡 

 

HLR-QU-E : 불확실성 (4) 4     QU-E1/E2/E3/E4 : 

parameter 및 model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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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에 대한 분석 미흡 및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 미흡  

HLR-QU-F : 문서화 (6)  4 2   QU-F1,F2,F3,F6 : 모델 

통합과정, 중요 가정사항 

및 불확실성 근원, PSA 결

과를 활용하기 위한 모델

의 한계점 등에 대한 문서

화 미흡 

 

총 31 개 요건 4(12.

9%) 

11(35.4

%) 

14(45.2%)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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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의 등급 범주별 요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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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 분야별 요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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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ANS LPSD PRA Standard에 따라 영광 5,6호기 인허가용으로 
구축된 정지/저출력 PSA 모델의 품질을 검토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영광 5,6호기 정

지/저출력 PSA 모델은 현재 원전의 정지/저출력 운전을 대상으로 수행된 최초의 
PSA이며 이후 수행된 국내 원전의 정지/저출력 PSA의 기반이 되었던 모델이므로 
이를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검토에서는 1단계 내부 사건만을 검토에 포함시켰으며 ANS LPSD PRA Standard의 
10개 분야 중 다음의 8개 분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중에서 인간 신뢰도 
분석 분야는 원자력연구소의 내부검토만을 수행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는 수행하지 
못했다. 

 발전소 운전상태 분류(PS) 

 초기 사건 분석 (IE) 

 사고 경위 분석 (AS) 

 성공 기준 (SC) 

 계통 분석 (SY) 

 인간 신뢰도 분석 (HR) 

 데이터 분석 (DA) 

 정량화 (QU) 

또한 다음의 2개 분야는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이므로 이 검토에서는 제외되었다.  

 내부 침수 (IF) 

 LERF 분석(LE) 

각 분야의 검토 수행 결과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은 대략 ANS LPSD 
PRA Standard의 I 등급 이하가 약 50%, II 등급 이상이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전체적으로 문서화 부분의 요건들이 전체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인간 신뢰도 분석, 자료분석 및 초기사건 분석 요건들 중에 I 등급 이하

의 요건으로 판정된 요건들이 각각 70%, 65% 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분야의 분야별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인간 신뢰도 분석의 주요 원인으

로는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수행이 대상 발전소의 건설중에 수행되어 현재

의 운전상태 등의 반영이 어려웠고, 정지/저출력 운전중의 사고에 대한 절차서 등의 
부재로 인한 인간 오류의 보수적 평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외의 
자료 분석 및 초기사건 분야의 I 등급 이하의 요건들의 주요 원인으로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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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및 기기 신뢰도 자료등을 포함한 국내 원전의 운전경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요건별로 문서화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외에 ANS PRA 
Standard의 몇가지 요건은 국내와 미국의 환경 차이로 인하여 요건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상세한 검토 결과는 부록 A에 기술되어 있다.  

본 연구는 ANS LPSD PRA Standard를 이용하여 국내 원전의 정지/저출력 PSA의 등

급을 평가하여 국내 정지/저출력 PSA 모델을 II 등급 범주에 상응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정지/저출력 운전중 국

내 신뢰도 자료를 포함한 국내 원전의 운전경험 반영이나 정지/저출력 운전중의 절

차서 등의 부재로 인하여 여러 요건들이 빠른 시간내에 등급 II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와 미국의 환경 차이에 따라 적용 불가능한 요

건이 있는 관계로 일부 요건들도 II 등급 범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분석에서 사용된 ANS LPSD PSA Standard가 최종본이 아닌 Draft
로서 전출력 운전과 유사한 요건들이 많아 정지/저출력 PSA에 직접 이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요건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들은 ANS LPSD PSA Standard가 향

후 점진적으로 보완이 되면 해결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지/저출력 PSA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취

약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정지/저출력 PSA를 보완하기 위

한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보완 방안에 따라 영광 
5,6호기 정지/저출력 PSA 모델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개정 작업이 완료된 후 국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검토 팀을 구성하여 개정된 모델의 등급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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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저츨력 PSA 모델 검

토 결과 및 보완 방안은 이미 발간된 전출력 운전용 PSA 검토 결과와 더불어  국

내 원전을 대상으로한 PSA 등급향상을 위한 기본 작업의 첫발을 띠는 중요한 작업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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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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ASME PRA Standard 기반 분야별 

상세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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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1. 발전소 운전상태(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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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requirements for Plant Operatiional States Analysis 

발전소 운전상태 분석에 대한 상위수준 요건 사항 

 

A  The POS analysis shall identify plant operating states other than normal power operation. 

  POS 분석은 정상출력운전 외의 모든 발전소 운전상태를 도출하여야 한다. 

  

B  The POS analysis shall determine the duration of each plant operating state per calendar year. 

  POS 분석은 연간 각 POS 지속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C  The POS analysis may group plant operating states to facilitate the practicality and efficiency of the PSA.  Plant operating state 
with less limiting characteristics may be grouped with a state with more limiting characteristics. 

  POS 분석은 PSA  수행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POS들을 그룹핑하여도 무방하다. 덜 제한적인 POS는 더 제

한적인 POS에 포함시킬 수 있다. 

  

D  The POS analysis shall be documented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PRA applications, updates, and peer review by describing the processes that 
were followed to identify, group, and screen the plant operating state list and to model and quantify the plant operating state durations, with 
assumptions and bases stated. 

  POS 분석은 POS 목록을 도출하고 그룹핑하고 선별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 및 POS 기간을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된 가정과 

배경을 기술함으로써 PRA 응용, 개정, 독립검토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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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PS-A1 USE a structured, systematic process for identifying 

plant operating states. 

POS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체

계적인 과정을 사용하여라.  

I 분석대상원전에 대한 운전모드 파

악, RCS 공정변수, 주요 안전계통

배열, 개구부여부 등을 기준으로 

POS를 분류함 (보고서 2.1절) 

  

IDENTIFY distinct outage types e.g. refueling outage, 

drained down maintenance outage, non drained down 

maintenance outage, hot shutdown. 

PS-A2 

(PS-A2 can be addressed in conjunction with PS-B1).

정지유형을 핵연료 재장전, 배수 정지, 비

배수 정지, 고온대기 등으로 구분하여라. 

I 핵연료재장전 정지유형에 대해서

는 정지저출력 PSA를 수행하고 

그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음. 

기타 유형에 대한 LPSD 

PSA 수행 (타정지유형은 재

장전 outage risk model로 

흡수될 것임)--> 추가분석

하지 않을거면 II등급 추천 

For each outage type, REVIEW plant specific documentation 

(such as Technical Specifications, normal shutdown, refueling 

and startup procedures) and records (such as recent outage 

plans and records, maintenance plans and records, operations 

data, trip history and control room logbooks) and IDENTIFY 

the following:  

각 정지유형에 대하여 운영기술지침서, 정지절차

서, 핵연료 재장전 절차서, 기동절차서 등과 같은 

발전소 고유의 문서 및 최근 정지계획서,기록, 정

비 계획 및 기록, 운전 자료, 발전소 정지 이력, 

주제어실 기록집 등과 같은 발전소 고유의 기록

을 검토한 후 다음 사항을 도출하라. 

Reactor Coolant System configuration.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열 

Reactor Coolant System parameters e.g. temperatures, 

pressures, levels. 

원자로 냉각재계통 온도, 압력, 수위 등의 주요 

운전변수 

PS-A3 

 

Main activities e.g. draindown, filling and venting, 

dilution. 

배수, 충수, 배기, 붕소 희석 등과 같은 주

요 활동 

I 발전소 고유 자료에 대해서는 충

분한 검토를 거쳤음. 하지만, 최

신 정비 계획 및 정비 이력은 미

반영 

최신 정비 계획 및 정비 이

력은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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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3 can be addressed in conjunction with PS-

B2). 

     

For each outage type, DEFINE plant perating states in 

terms of unique combinations of: 

RCS configuration 

RCS parameters 

Main activities 

PS-A4 

(PS-A4 can be addressed in conjunction with PS-B2).

각 정지유형에 대해 RCS 배열, 변수, 주요

활동 등의 조합에 의해 POS를 정의하라. 

II 보고서 2장 (2.1절, 그림 2-1, 표 

2.1-1) 기준. 표준원전의 RCS 배

열, 변수, 주요 활동 등의 조합에 

의해 POS를 17개그룹으로 정의함. 

 

PS-A5 The identification of plant operating states shall 

consider states in which nuclear fuel is handled and 

stored outside the core during a refueling outage. 

핵연료 재장전 정지 유형에 대해서는 노심

외부에서 핵연료가 존재하는 POS에 대해

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II POS7 : 핵연료 인출 및 이동, 

POS8: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임

시거취, POS9 재장전으로  분류되

어 있음 (보고서 2장) 

  

PS-A6 For each plant operating state, identify mitigating and 

support system configurations 

각 POS에 대해 사고완화 및 보조계통의 

배열을 도출하라.  

II 각 POS별로 안전계통 및 보조계통

의 대기 혹은 정지 여부를 파악하였

음. 그러나 POS분석에서 POS별 안

전계통 및 트레인별 배열관련 정보

의 기술은 없음 (문서화에서 반영).

1) POS분석에서 POS별 안전

계통 및 트레인별 배열관련 정

보의 기술 필요, 2) 최신 정비 

계획 및 정비 이력은 반영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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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1 REVIEW recent plant specific records (such as 

operating profile, trip history) and DETERMINE 

average annual duration of outage types. (PS-B1 

can be addressed in conjunction with PS-A2). 

운전 이력, 정지이력 등의 최근의 발전소 

고유의 기록을 검토하고 각 정지유형의 년

당 평균 기간을 결정하라.  

I 핵연료재장전 정지유형에 대해서

만 발전소 고유자료를 반영하였고

(단, 최신 자료는 미반영 상태) 

(표 2.1-3참조), 기타 정지유형

에 대해서는 PSA를 수행하지 않

았음. 

O/H 외의 정지유형에 대한 

지속시간 산출 필요(PS-

A2와 동일 의견) 

PS-B2 REVIEW recent plant specific records (such as 

outage plans, maintenance records, logbooks) 

and DETERMINE average annual duration of 

each plant operating state.(PS-B2 can be 

addressed in conjunction with PS-A3 & PS-A4).

정지계획, 정비기록, 운전기록집 등의 최근

발전소 고유의 기록을 검토하고 각 POS에

대하여 년당 평균 기간을 결정하라.  

I 핵연료재장전 정지유형에 대해서

는 발전소 고유의 운전기록 자료

를 수집 및 분석하여 년당 각 

POS 지속기간을 설정하였음. 하

지만, 최신 정비 계획 및 정비 이

력은 미반영 

최신 정비 계획 및 정비 이력

은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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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PS-C1 USE a structured, systematic process for grouping of 

plant operating states. 

POS를 그룹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

고 체계적인 과정을 사용하여라.  

II POS 를 그루핑하기 위하여 발

전소 정지절차, 잔열, RCS 배

열, RCS 변수, 개구부 존재여

부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

로 분석하였음. 

  

PS-C2 COMPARE plant operating states from different outage 

types and GROUP identical plant operating states.  The 

duration of the grouped plant operating state shall be the 

sum of the durations of the plant operating states in the 

group. 

타 정지유형 간에 POS를 비교한 후 동일 

POS는 그룹핑하여라. 이 경우 POS 기간

은 각 정지유형에 대한 POS 기간의 합이 

된다.  

I 핵연료 재장전 POS에 대해서

만 수행. 타 정지유형에 대한 

그룹핑 및 POS 지속시간은 추

정하지 않았음. 

타 정지 유형에 대한 PSA 

수행 필요 

PS-C3 COMPARE plant operating states and GROUP states 

with less limiting characteristics into a plant state with 

more limiting characteristics.  The grouped plant 

operating state shall have the more limiting 

characteristics, and the duration shall be the sum of the 

durations of the plant operating states in the group. DO 

NOT GROUP plant operating states based on duration 

only.  A very short duration state may present a 

significantly higher risk than a long duration state and 

should not be grouped with the long duration state based 

on duration only. 

POS들을 비교하여 덜 제한적인 POS

는 더 제한적인 POS에 포함시켜라. 

그룹화된 POS는 더 제한적이 되어야 

하며 기간은 각 POS 기간의 합이되어

야 한다. 단지 기간에 의해서만 POS

를 그루핑하지 말아라. 매우 짧은 시

간의 POS일지라도 긴 시간의 POS보

다 더 높은 위험도를 유발할 수 있다.

II POS는 발전소 배열 및 운전변

수 상태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

로 선정하였음. 위험도가 큰 

짧은 기간의 POS를 위험도가 

작은 긴 기간의 POS에 포함시

키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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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Plant Operating States POS 도출 과정에 대한 문서화 1 

DOCUMENT the process and criteria used to identify 

plant operating states. 

POS를 도출하는 과정 및 기준을 문서화

하라.  

 

DOCUMENT outage type definitions. 정지유형에 대한 정의를 문서화하라.  

PS-D1 

DOCUMENT the definition of each plant operating state. 각 POS의 정의를 문서화하라.   

  

각 POS 도출 기준 및 과정이 문

서화 되어 있음. 

타 정지유형을 분석하지 않은 이

유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각 POS의 정의가 문서화되어 있음.

타 정지유형에 대한 정의를 

기술 필요함. 

Duration of Plant Operating States POS 기간에 대한 문서화 

DOCUMENT outage type durations. 정지유형 기간의 문서화 

PS-D2 

DOCUMENT the duration of plant operating states. POS 기간에 대한 문서화 

I 타 정지유형 기간에 대해서는 문

서화 되어 있지 않음. 

POS 기간에 대해서는 발전소 고유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공학적 판

단을 따르는 경우 판단근거 문서화 부족)

판단근거 문서화 필요 (보

고서 표 2.1-3의 근거 기

술) 

Grouping of Plant Operating States POS 그루핑에 대한 문서화 1 PS-D3 

DOCUMENT the process and criteria used to group 

plant operating states. 

DOCUMENT the definition of each plant oerating state group 

POS를 그루핑하는 과정 및 기준에 대한 

문서화 alc POS 정의에 대한 문서화 

 

15개 핵연료 재장전 POS에 대한

선정기준이 잘 기술되어 있음. 과

정에 대한 기술없음.  

그룹핑과정에 대한 구분 기

술 필요. 

PS-D4 
Interfaces with other PRA tasks 

DOCUMENT specific interfaces with other PRA tasks for trace ability, and to facilitate 

configuration control when interfacing tasks are updated. 

기타 PRA 업무와의 연계사항에 대한 문서화PSA 연

계업무가 업데이트되어질 필요가 있을 때 추적성이나

문서형상관리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특별한 연계사항

을 문서화하라. 

I 내부 문서의 QA 절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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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2. 초기사건(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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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requirements for Initiating event Analysis 

초기사건 분석에 대한 상위수준 요건 사항 

A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shall provide a reasonably complete identification of initiating events. 

  초기사건분석은 타당하고 완전한 초기사건들을 도출하여야 한다. 

 

B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shall group the initiating events so that events in the same group have similar mitigation requirements (i.e., the 
requirements for most events in the group are less restrictive than the limiting mitigation requirements for the group) to facilitate an efficient 
but realistic estimation of fuel damage frequency or CDF. 

 동일 그룹내의 초기사건들은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연료손상빈도 또는 노심손상빈도 추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

일한 완화요건을 가지게 그룹핑되어야 한다. (그룹에 대한 완화요건은 그룹내 모든 초기사건에 대해 적용가능하게 선정되어

야 함을 의미)  

 

C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shall estimate the annual frequency of each initiating event or initiating event group. 

  초기사건 분석은 각 초기사건이나 초기사건그룹의 연간 빈도를 추정하여야 한다. 

 

D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shall be documented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PRA applications, upgrades, and peer review by describing the 
processes that were followed to select, group, and screen the initiating event list and to model and quantify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with assumptions and bases stated. 

 초기사건 분석은 다음의 분석과정를 기술함으로써 PRA 응용, 개선, 검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문서화 되어야 한다: 초

기사건 선정, 그룹핑과정, 초기사건 선별분석, 가정과 근거 기술, 초기사건 빈도 정량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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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1 USE a structured, systematic process for identifying 

initiating events. For example, such a systematic 

approach may employ master logic diagrams, heat 

balance fault trees, or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  Existing lists of known initiators 

are also commonly employed as a starting point. 

초기사건 도출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사용하라. 그런 체계적인 접근법의 예로는 주 

논리도, 열균형 고장수목, 또는 고장 모드  및 

영향분석 (FMEA)을 들 수 있다. 알려진 초

기사건의 기존 목록도 출발점으로 또한 많이 

활용된다. 

I Surry 발전소 정지저출력 PSA에서 사용

된 초기사건 목록을 준용하였음. >> 3단

계 접근법 사용, 주로 국내외 경험자료 

및 타 PSA 초기사건 검토 --> 대상원

전 적용성 검토 --> 최종 초기사건 결

정 (공학적 판단에 근거함) (보고서 3.2

절, 3.3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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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2 IDENTIFY those initiating events and event 

categories that challenge normal plant operation and 

that require successful mitigation to prevent fuel 

damage or core damage.  In the identification, 

ACCOUNT FOR the potential for plant-specific 

features to influence initiating events.  INCLUDE 

in the spectrum of internal-event challenges at least 

the following general categories, and within each 

general category INCORPORATE each initiating 

event category in the model quantitatively in terms 

of its relative frequency.  In the categorization, 

SEPARATE into different categories based on 

whether events have different impacts on plant 

performance, safety functions, and possibilities for 

recovery.  The following list is not intended to be 

all-inclusive: 

정상 원전 운전을 위협하고 노심 손상을 완화

게통의 작동을 요구하는 초기사건과 초기사건 

종류를 도출하라. 도출 시, 초기사건에 영향을 

주는 원전 고유의 특성을 설명하라. 내부사건 

연관 초기 사건에는 적어도 다음의 일반적인 

분류를 포함하라. 모델에서 각 초기사건 분류

를 상대적 빈도로 정량적으로 표기하라. 초기

사건 분류시 사건이 원전 성능, 안전기능, 회

복 가능성에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을 기초로 

다른 부류로 분류하라. 아래 목록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Transients (a)  과도사건.  

II 정지냉각기능상실, 정지특성 냉각재상실

사고, 과도사건 등의 초기사건 목록은 

Surry 발전소 정지저출력 PSA를 참조하

여 표준원전에 맞도록 잘 도출된 것으로 

판단됨. (보고서 3.3, 3.4절) 

계열 상실, 계열 격리, 냉각재계통 과배

수, 비고의적인 밸브 닫힘 등으로 인한

잔열제거기능 상실 사건 등을 초기사건

에 명시적으로 분류하였음.  

POS 1,2 및 POS 14,15에서는 전출력

PSA에서 모델링하는 모든 사건을 고려

하고 초기사건 빈도를 POS 기간에 비

례하도록 하였음. 

Heavy load drops, Internal 

flooding initiators,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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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among the transients both equipment and human 

induced events that disrupt the plant and leave the primary 

system pressure boundary intact.   Examples:  loss of 

heat removal due to loss of train, isolation of train, 

overdraining RCS, spurious valve closure.  

1차측 압력경계는 유지하면서 원전을 불안정하게 하고하는 

기기고장이나 인간에 의해 야기되는 사건을 과도사건에 포

함하라. 예: 운전중인 한계열 상실, 계열 격리, 냉각재계통 

과배수, 비고의적인 밸브 닫힘(spurious valve close) 등으

로 인한 열제거기능 상실 사건 등을 포함시켜라. 

 

LOCAs (b)  LOCA들.  

INCLUDE in the LOCA category both equipment and 

human induced events that disrupt the plant by causing a 

breach in the core coolant system with a resulting loss of 

core coolant inventory.  DIFFERENTIATE the LOCA 

initiators into at least the following categories, using a 

defined rationale for the differentiation: 

기기 및 인간에 의해 야기되는 냉각재계통의 파단으

로 인한 냉각재 재고량 상실을 초래하여 초래하여 

원전의 안정을 방해하는 사건들은 LOCA애 포함시

켜라. 타당한 구분방법에 따라 LOCA를 적어도 다음 

같이 분류한다. 

 

·  Small LOCAs (1) 소형 LOCA.   

Examples: reactor coolant pump seal LOCAs, small 

pipe breaks 

예: RCP 밀봉 LOCA, 작은 배관 파단 

POS 1,2,3 및 POS 13,14,15에서는 고

려하였음. (보고서 3.3.2) 

·  Medium LOCAs  (2) 중형 LOCA.   

Examples: stuck open safety or relief

valves 

예: 안전밸브나 방출밸브의 개방고착 

POS 1,2,3 및 POS 13,14,15에서는 고

려하였음. (보고서 3.3.2) 

 

· Large LOCAs (3) 대형 LOCA.  

 

POS 1,2,3 및 POS 13,14,15에서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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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Examples: inadvertent ADS, component ruptures  예:  ADS 개방실수, 기기  파손  려하였음. (보고서 3.3.2)  

· Excessive LOCAs (LOCAs that cannot be mitigated by 

any combination of engineered systems) 

(4) 초대형 LOCA. (어떤 공학적 안전 계통

을 이용 하더라도 저지할 수 없는 LOCA)   

Example:   reactor pressure vessel rupture 예: 원자로 용기 파손  

선정과정에서 고려하였으나, RCS 압력이 낮으므

로 초대형 LOCA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

로 판단하여 초기사건으로 고려하지 않았음. 

  

  

· LOCAs Outside Containment (5) 격납건물 밖의 LOCA.   

  Example: pipe breaks outside containment 예: 격납건물 밖에서의 배관 파단 

. Diversion of Flow LOCAs (6) 유량 분산 LOCA 

Examples: inadvertent transfer of reactor coolant 

out of the RCS the RWST or suppression pool 

예: RCS 냉각수의 RWST로의 비고의적 전달 

1차 냉각재가 격납건물 외부로 누출되

는 정지특성 회복불능 LOCA를 고려하

였음. 

  

  

  

  

LOCAs in Connected Systems 연결계통에서의 LOCA 

Examples: loss of coolant from the RHR system,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temporary seals 

around thimble tubes 

예: 잔열제거계통, 화학및체적제어계통, 팀블 

튜브 임시 밀봉체로부터의 LOCA 

1차 냉각재가 격납건물 내부로 누출되

는 정지특성 회복가능 & 회복불능 

LOCA, ISLOCA등을 고려하였음. 

  

  

Maintenance Induced LOCAs 정비에 기인된 LOCA 

Examples:  improper valve lineup, 

uncoordinated repair activities 

예: 밸브 정열 오류로 인한 LOCA, 작업관리 

연계 잘못으로 인한 수리 행위에 기인한 

LOCA 

정지 이력 검토-> 작업실수, 절차서이해부족, 의사전달잘

못, 정비수행오류, 임시압력경계파손 등 -> 보수적 가정으

로 회복불능 LOCA로 분류 (한개의 초기사건으로 취급) 

(보고서 3.3.2.4항) 

  

  

 

ISLOCAs (c)  ISLOCA :  

 

보고서 3.3.4항: 전출력 ISLOCA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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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postulated events representing active 

components  (i.e., components that will need to 

change state) in systems interfacing with the 

reactor coolant system that could fail or be 

operated in such a manner as to result in an 

uncontrolled loss of core coolant [e.g., interfacing 

systems LOCAs (ISLOCAs)].   

냉각수 계통과 연계된 능동형 기기의 실패나 

운전으로 인하여 제어된 수 없는 냉각재상실

을 일으킬수 있는 사건을 포함하라.(예. 

Interfaving systems LOCA) 

특성 ISLOCA 고려함. 

 

 

 

 

Special initiators * (e.g., support systems failures, 

instrument line breaks, spurious actuation of 

systems or equipment) 

(d)  특별한 초기사건 (예, 보조 계통 실패, 

계측기 line 파열, 계통 및 기기의 오작동) 

기기냉각수, 소외전원 상실, 발전소 정

전, 교류전원 상실, 직류전원 상실, 

LOIA 등의 사건을 초기사건으로 명시

적으로 다루었음. 

Reactivity insertions 반응도 삽입 사건 

Examples: addition of diluted water, miss-loaded 

fuel assembly 

예: 붕산 농도가 낮은 물의 추가, 핵연료 다

발의 잘못 장전 

붕소희석으로 인한 반응도 사건들을 고

려함 (보고서 3.3.7). 발생 가능성이 작

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세 분석을 수행

하지 않았음. 

Heavy load drops 무거운 물건의 낙하 사고 검토되지 않았음. 

Internal flooding initiators (see IF-D1 and D2)* (e)  내부 홍수 사건 (IF-D1과 D2 참조) *이 기인

자는 LOCA나 과도사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These initiators may result in either a 

transient or a LOCA type of sequence 

  

 

내부 홍수사건에 대한 정지저출력 PSA

는 수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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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3 REVIEW the plant-specific initiating event 

experience of all initiators both at power and 

during shutdown to ensure that the list of 

challenges accounts for plant experience.  

REVIEW experience and analyses at similar 

plants to assess whether the list of challenges 

included in the model accounts for industry 

experience. 

초기사건 대상이 원전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원전 고유 초기 사건 경험을 검토하라. 모

델에 포함된 초기사건 들이 산업계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유사원전의 경

험과 분석을 검토하라. 

II 국내 O/H 사고이력 미비로 일반 초기

사건 DB 사용. 영광 3,4 O/H 경험다료

는 충분히 검토. 영광 5,6 LPSD PSA

는 건설중인 원전을 대상. 점검차원에서

검토 필요. 

점검차원에서 검토 필

요. 

PERFORM a systematic evaluation of each 

system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an initiating 

event occurring due to a failure of the system.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초기사건들의 발생 가

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계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라. 

USE a structured approach (such as a system-by-

system review of initiating event potential, or an 

FMEA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or 

fault tree) to assess and document the possibility 

of an initiating event resulting from system 

failures.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초기사건들의 발생 가

능성을 평가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구조적 접

근법(초기사건 가능성 도출을 위한 계통 하나 

하나의 검토나, FMEA나, 고장수목)을 사용하

라. 

IE-A4 

INCLUDE initiating events resulting from 

multiple failures, if the equipment failures result 

from a common cause. 

공통원인 고장과 같은 다중 실패로 야기되는 

초기사건을 분석에포함하라. 

II 초기사건 발생가능성을 개별 계통별로 

검토하였음. System-by-system 

review 사용. 또한, multiple failure에 

대한 초기사건도 고려됨 (정지냉각 계

통, LTOP 밸브 등). 단 완벽성에 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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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dentification of the initiating events, 

INCORPORATE events that have occurred at 

conditions both at power and during low-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unless the at power 

events can be shown to be not applicable to 

shutdown conditions.  

초기사건 도출시, 출력운전중에 일어난 사건

이 정지조건에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

이지 않는한 출력운전중 발생사건과 정지/저

출력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검토

하라. 

IE-A5 

NOTE:  The ASME version has:  

"….INCORPORATE (a) events that have 

occurred at conditions other than at-power 

operations (i.e., during low-power and shutdown 

conditions),  and (b) events resulting in a 

controlled shutdown that include a scram prior to 

reaching low-power conditions, unless it is 

determined that an event is not applicable to at-

power operation.] 

(a)    출력운전중이 아닌 상황(즉,정지/저출력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b) 저출력 상황

에 도달하기 전의 불시정지를 포함한, 관리할 

수 있는 원전 정지 유발 사건들 (출력운전 중

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결정되지 않았다면)도 

검토하라. 

II  연계검토 수행함   

  

IE-A6 INTERVIEW plant operations, maintenance, 

engineering, and safety analysis personnel to 

determine if potential initiating events have been 

overlooked.  Information from interviews 

conducted at similar plants may be used. 

만일 가능한 초기사건이 간과되어 왔다면, 원

전 운전원, 정비사, 엔지니어, 안전해석 요원

을 인터뷰하라. 유사 원전에서 행한 인터뷰 

정보도 사용 되어도 된다. 

II 초기사건 검색시 발전소 요원과 면담을

시행하였음.(ASME II등급 이상 적용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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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arching for initiating events, ACCOUNT 

FOR initiating event precursors, to help identify 

initiating events and to provide a partial basis for 

quantifying their frequencies. 

IE-A7 

NOTE: THIS REQUIREMENT IS ONLY IN 

ASME's CAPABILITY CATEGORIES 2 and 3.  

THE FIRST ASME COLUMN HAS NO 

REQUIREMENT. 

초기사건 검색시, 초기사건을 도출하고, 빈도

를 산정하는 데 일부 근거를 제시하는 초기사

건 precursor를 고려하라 

I Precursor 분석 미수행 (ASME II등급

이상 적용요건) 

Precursor 분석 

  

In searching for initiating events, ACCOUNT 

FOR each system and supporting-system 

alignment, such as temporary alignments during 

maintenance, that either could influence the 

likelihood that failures cause an initiating event, 

or could increase the severity of the effect on 

plant safety functions that would result from such 

an event. 

IE-A8 

NOTE: THIS REQUIREMENT IS ONLY IN 

ASME's CAPABILITY CATEGORIES 2 and 3.  

THE FIRST ASME COLUMN HAS NO 

REQUIREMENT. 

초기사건 검색시, 고장이 초기사건 유발 가능

성에 영향을 주거나, 원전 안전기능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계통 및 보조계통의 정비

를 위한 임시 배열을 고려하라. 

II 초기사건 검색시 각 계통 및 보조계통

의 배열을 고려하였음 (발전과장 일지 

검토). 단, temporary alignments 

during maintenance의 완벽성은 제고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ASME II등급 

이상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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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support system failures as initiating 

events quantitatively in the PRA in a realistic 

fashion.  TREAT EXPLICITLY the individual 

support systems (or trains) categories that 

challenge normal plant operation and that require 

successful mitigation to prevent fuel damage or 

core damage that can cause a plant trip. 

IE-A9 

NOTE: THIS REQUIREMENT IS ONLY IN 

ASME's CAPABILITY CATEGORIES 2 and 3.  

THE FIRST ASME COLUMN HAS NO 

REQUIREMENT. 

현실적 방법으로 보조계통의 실패로 인한 초

기사건을 PRA에 정량적으로 포함하라. 원전 

정상운전을 위협하고 노심손상을 방지하기 위

한 완화계통의 운전을 저해할수 있는 개별전

인 보조계통(계열)을 명확히 취급하라. 

II 고려하였음. (보고서 3.3.8, 3.4절). 단, 

완벽성은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ASME II등급 이상 적용요건). 

  

  

IE-A10 INCLUDE those multi-unit site initiators such as 

dual unit LOOP events or total loss of service 

water that may impact the model at multi-unit 

sites with shared systems. 

다중호기의 공용계통 모델에 영향을 주는 이

중 호기 LOOP나 용수 완전 상실 같은 다중

호기 초기 사건을 포함하라. 

I Double LOOP, LOSX, 등에 대한 분석 

필요  

multi-unit I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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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B1 COMBINE initiating events into groups to 

facilitate definition of accident sequences in the 

Accident Sequence Analysis element (Para. 4.5.2) 

and to facilitate quantification in the 

Quantification element (Para. 4.5.8).  Functional 

initiating event categories refer to initiating events 

grouped for the purpose of accident sequence 

definition, while quantification initiating event 

categories refer to those grouped for separate 

quantification of the accident sequences. When 

initiating events are not grouped for either of 

these purposes, PROVIDE a separate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for each selected initiating 

event. 

사고경위 분석 요소 (4.5.2 항)의 사고 경위 

정의를 수행하고, 정량화 요소 (4.5.8 항)의 

정량화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초기사건

들을 그룹화하라. 초기사건들이 그루핑되지 

않을 때는 개별 초기사건별로 독립적인 사고

경위 분석을 수행하라. 

II 사고진행이 동일한 초기사건들은 그루

핑하였음. 

 

IE-B2 USE a structured, systematic process for grouping 

initiating events. For example, such a systematic 

approach may employ master logic diagrams, heat 

balance fault trees, or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  

초기사건 그룹화를 위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사용하라. 예를 들면, 주 논리도, 열 

균형 수목, 또는 고장 모드 및 영향분석

(FMEA) 같은 것이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I IE-A1요건의 일부이므로 평가결과 및 

사유 참조 

MLD, heat balance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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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B3 GROUP initiating events only when the following 

can be assured: (a) Events can be considered 

similar in terms of plant response, success criteria, 

timing, and the effect on the operability and 

performance of operators and relevant mitigating 

systems; or (b) events can be subsumed into a 

group and bounded by the worst case impacts 

within the “new” group.  

다음의 경우가 확실할 때만 초기사건들을 그

룹화 하라: (a) 원전 반응, 성공기준, 타이밍, 

그리고 운전가용도, 운전원 및 관련 사고 완

화 계통의 가용도 및 성능에 미치는 효과 관

점에서 유사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사건들; 

또는 (b) 한 그룹 내에로 포함될수 있고, 그 

“새로운” 그룹의 최악의 경우의 결과보다 충

격이 작은 사건들. 

II 사고진행이 동일한 초기사건들은 그루

핑하였음. 

 

 

 

 

 

 

 

GROUP separately from other initiating event 

categories those categories with significantly 

different plant response impacts or which could 

have more severe radionuclide release potential 

(e.g., LERF).  

IE-B4 

The ASME text continues with the following 

sentence that I have omitted here:  "This includes 

such initiators as excessive LOCA, interfacing 

systems LOCA, steam generator tube ruptures, 

and unisolated breaks outside containment." 

동일그룹에서 상당히 다른 원전 대응을 보이

거나 심각한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성

(LERF)을 가지고 있는 범주의 사건은 다른 

초기사건 분류과 구분하여 따로 그룹화 하라. 

I 영광 5,6 PSA는 plant response 측면

에서의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나

LERF 측면에서의 고려는 미흡.  

LERF LPSD PSA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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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from 

plant specific data, if sufficient data are available. 

Otherwise, USE generic data (see IE-C2).  USE 

the most recent applicable data to quantify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JUSTIFY excluded 

data that is not considered to be either recent or 

applicable (e.g., provide evidence via design or 

operational change that the data are no longer 

applicable).  CREDIT recovery actions(see note) as 

appropriate; JUSTIFY each such credit (as 

evidenced such as through procedures or 

training).  Data from the initial year of 

commercial operation may be excluded; if 

excluded, JUSTIFY. 

IE-C1 

Note: these recovery actions are those implied in 

IE-C4(c) or those implied and discussed in IE-C6 

through IE-C9.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원전고유자료를 이용하

여 초기사건 빈도를 계산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자료를 사용하라. (IE-C2를 보라), 

초기사건 빈도 정량화시에는 가장 최근 적용

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라. 설계 변경 혹은 

운전 방법의 변화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배제 사유를 확실히 하라. 

회복조치를 고려하고 정당성을 보여라(절차나 

훈련을 통한 정당성).  

I 국내 LPSD 사고이력 DB가 없어 발전

소 고유 IEF 계산 불가. IEF는 일반 자

료를 이용, 영광 5,6의 설계 검토를 통

하여 보정. 회복조치분석 결과에는 많은

보수성이 내재해 있음 (사유: 절차서 부

재) 

발전소 고유 정보 사용 

  

IE-C2 If necessary because insufficient plant-specific 

data are available (see IE-C1), USE a Bayesian 

update process of generic industry data in the 

quantification of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초기사건 빈도 정량화시, 원전고유자료가 충

분하지 않을 경우 (IE-C1) 필요하면, 일반 

산업계 자료의 베이지안 방법을 써라. 

I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 안함 베이지안 통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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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3 CALCULAT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on a  

per calendar-year reactor-year basis.  

Specifically, for sequences initiated at low-power 

or shutdown, ACCOUNT in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for the plant statusavailability, such that 

the frequencies are weighted by the fraction of 

time the plant is in the particular conditionat-

power.  ACCOUNT FOR differences between 

historical plant statusavailability over the period 

of event occurrences in the plant database and 

present or expected future plant statusavailability 

that could be different from historical values. 

초기사건 빈도는 일년운전 기준으로 계산하

라. 특히, 정지 및 저출력운전 중에 발생한 

사건경위의 경우는 발전소 상태를 위한 초기

사건 분석에서 원전이 전출력과 다른 조건에 

있는 시간들에 대한 분석을 하라. 원전 데이

터베이스에서 사건 발생 기간 동안의 과거 원

전 의 상태(status) 이력과 현재 또는 예상되

는 미래 원전 상태(status)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I 요건변경이 있을 소지가 있음 (개념상). 

Calendar yerar 가 아니라 RY 기준으

로 계산되어 있음.  

Calendar yerar Base 

계산 

IE-C4 USE as screening criteria no higher tha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r more stringent 

characteristics as devised by the analyst) to 

eliminate initiating events from further evaluation: 

or 

상세 분석을 하지 않을 초기사건을 추려내는 

기준으로 다음의 특성 (또는 분석자에 따라 

더 엄격한 특성) 보다 높은 것은 사용하지 마

라: 

I 보고서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  정량

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주

로 정성적 판단에 의해 선별 분석이 이

루어 젔음. 

정량적 초기사건 선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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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frequency of the event is less than 1E-7 per 

reactor-year (/ry) and the event cannot lead to a LERF 

sequence.  ASME wrote:" ….and the event does not 

involve either an ISLOCA, containment bypass, or 

reactor pressure vessel rupture;  Budnitz changed this to 

"…and the event cannot lead to a LERF sequence." 

(a)  빈도가 1E-7 /ry 보다 작고 LERF를 

초래하지 않는 사건(또한 ISLOCA, 격납건물 

bypass 또는 원자로 용기 파손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 

 

(b) the frequency of the event is less than 1E-6/ry 

and fuel damage or core damage could not occur 

unless at least two trains of mitigating systems are 

failed independent of the initiator.  

ASME had a requirement (c) that I have 

eliminated.  It goes: or (c) the resulting reactor 

shutdown is not an immediate occurrence.  That 

is, the event does not require the plant to go to 

shutdown conditions until sufficient time has 

expired during which the initiating event 

conditions, with a high degree of certainty (based 

on supporting calculations), are detected and 

corrected before normal plant operation is 

curtailed (either administratively or 

automatically). 

(b) 빈도가 1E-6 /ry 보다 작고 또한 초기

사건 기인자와 독립적으로 적어도 사고저지 

계통의 두 계열이 고장나지 않는 한 노심손상

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 또는 (c)  초기사건

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가 즉각적으로 일어나

지 않을 때. 즉, 정상운전이 못하게 되기(행

정적으로나, 자동적으로) 전에 초기사건 상황

이 확실히 (계산을 토대로) 발견되고 교정되

는 동안의 충분한 시간 동안, 원자로 정지가 

필요없는 초기사건.  

만약, 위의 (a)나 (b) 기준이 사용된다면, 기

준으로 사용되는 값이 자료분석 (4.5.6 구문)

과 Level 1 정량화 절 (4.5.8 항)의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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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either criterion (a) or (b) above is used, then 

CONFIRM that the value specified in the criterion 

meets the requirements in the Data-Analysis 

section (Para. 4.5.6) and the Level-1-

Quantification section (Para. 4.5.8). 

    

IE-C5 USE time trend analysis to account for established 

trends, e.g., decreasing reactor trip rates in recent 

years.  JUSTIFY excluded data that is not 

considered to be either recent or applicable (e.g., 

provide evidence via design or operational change 

that the data are no longer applicable)exclusion of 

earlier years that are not representative of current 

data.  One acceptable methodology for time-

trend analysis is found in NUREG/CR-5750, 

Reference [4.4.1-1]. 

일어난 추이(예, 최근 몇 년간의 원자로 불시

정지율의 감소)를 설명하기 위해 시간추이 분

석을 사용하라. 현재의 자료로 대표할 수 없

는 초기년도의 것을 배제함이 정당함을 보여

라. 한 가지 허용할 수 있는  

시간추이분석 방법은 NUREG/CR-

5750[Note(1)]에 있다. 

 

 

I NUREG-5750 미반영 Time-trend 분석

(NUREG-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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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6 Some initiating events are amenable to fault-tree 

modeling as the appropriate way to quantify them.  

These initiating events, usually support system failure 

events, are highly dependent upon plant-specific 

design features. When the fault-tree approach is used, 

USE the appropriate systems-analysis requirements 

for fault-tree modeling found in the Systems Analysis 

section (Para. 4.5.4). 

일부 초기사건은 정량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고장수목 모델로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초기사건들은 보통 보조계통 고장 사건

으로 원전고유 설계특성을 매우 많이 지니고 

있다, 고장수목 방법이 사용되면, 계통분석 

절(4.5.4 항)에 있는 고장수목 모델링에 관한 

적절한 계통분석 요건을 사용하라. 

II 일부 보조계통에 관해서는 고장수목을 

이용한 초기사건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

고 있음 (LOCCW, LODC, SBO, 등등)

  

IE-C7 When using fault tree models for initiating events, 

QUANTIFY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y (as 

opposed to the probability of an initiating event over a 

specific time frame, which is the usual fault tree 

quantification model described in the Systems Analysis 

section, Subsection 4.4.4.).  Thus, MODIFY as 

necessary the fault tree computational methods that 

are used so that the top event quantification produces a 

failure frequency rather than a top event probability.  

APPLY the relevant requirements in the Data Analysis

section (Para. 4.5.6) for the data used in the fault-tree 

quantification. 

고장수목으로 초기사건을 모델링을 할 때, 초

기사건빈도를 정량화하라. ( 계통분석 항, 

4.5.4 구문에 기술된 일반적인 고장수목 정량

화인 특정시간 틀에서의 초기사건 확률과 반

대로), 따라서,  정점사건 정량화가 정점사건 

확률이 아닌 고장 빈도를 나타내도록 필요하

면 고장수목 계산 방법을 변경하라, 고장수목 

정량화에 사용되는 자료에 관해서는 자료분석 

절 4,5,6 항의 관련 요건을 적용하라. 

II 고장수목으로 초기사건을 모델링하여, 

초기사건빈도를 정량화함. 

  

IE-C8 If fault-tree modeling is used, CAPTURE within 고장수목 모델이 사용된다면, 초기사건 고장 II 고장수목으로 초기사건을 모델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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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itiating event fault tree models all relevant 

combinations of events involving the annual 

frequency of one component failure combined 

with the unavailability (or failure during the repair 

time of the first component) of other components.

수목 모델에, 다른 기기의 이용불능도와 결합

된 한 기기 고장의 연간 빈도를 포함해서 사

건들의 모든 관련 조합을 포함하라. 

초기사건빈도를 정량화함. 

IE-C9 If fault-tree modeling is used, USE plant-specific 

information in the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of recovery actions where available.  See Human 

Reliability Analysis (Para. 4.5.5) for further 

guidance. 

만약 고장수목 모델링이 사용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회복조치의 평가 및 정량화에 

원전고유정보를 사용하라. 추가 지침은 인간

신뢰도 분석 (4.5.5 항)을 보라. 

II 고장수목 모델링시 원전고유 정보 사용

(IE 평가용 FT에 Recovery 에 관련된

사항도 검토후 선별 제거) (ASME II등

급 이상 적용요건) 

  

  

IE-C10 COMPARE and RESOLVE the results of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with generic data sources 

to provide a reasonableness check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결과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초기사건 분석 결과를 일반 자료원과 비

교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라. 

I 일반자료에 기초하여 IEF 계산. 일반 

자료원들 간의 비교 검토 미흡. 한개의 

일반 자료원으로부터 선정 사용. 

자료원들간의 비교분석 

IE-C11 For rare initiating events, USE industry generic 

data and ACCOUNT for plant-specific functions.  

For extremely rare initiating events, engineering 

judgment may be used; if used, AUGMENT with 

applicable generic data sources.  Refer to Para. 

4.3, Use of Expert Judgment, as appropriate. 

희박한 초기사건의 경우는 산업계의 일반 자

료를 사용하고, 원전 고유 기능을 설명하라. 

매우 희박한 초기사건의 경우는 공학적 판단

이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일반자료로 보완하라. 필요하면 4.3 항

의 전문가 의견 활용을 참조하라. 

II 희귀사건(예, 방응도사건, 등)들에 대한

대상원전에 대한 설계 및 운전 상황을 

고려하여 정성적 판단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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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purposes of this Requirement, a “rare event” 

is an event that might be expected to occur one or 

a few times throughout the world nuclear industry 

over many years.  An “extremely rare event” 

would not be expected to occur even once 

throughout the industry over many years. 

이 요건을 위해 정의하면, 희박한 초기 사건

이란 전 세계 원전 중 수년간 한 두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매우 희박한 사건이

란 전 세계 원전 중 수년간 단 한차례도 발생

하지 않을 사건을 말한다. 

   

ASME has the following: 

In the interfacing system LOCA frequency 

analysis, INCLUDE those features of plant and 

procedures that could significantly influence the 

ISLOCA frequency. 

If ISLOCAs are included, add the following to the 

above text: 

IE-C12 

configuration of potential pathways including 

numbers and types of valves and their relevant 

failure modes, existence and positioning go relief 

valves provision of protective interlocks, and 

relevant surveillance test procedures. 

ISLOCA 빈도 분석에서, ISLOCA 빈도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칠 원전 특성과 절차를 포함하

라. ISLOCA가 포함된 경우에는 -잠재적인 

ISLOCA 경로에 포함된 밸브유형, 고장모드, 

Protective interlock을 제공하는 밸브의 위

치와 검사절차에 대한 기룩을 추가할것. 

 

 

 

 

 

 

II ISLOCA 분석후 선별 제거됨 (보고서 

3.3.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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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of Initiating Events 초기사건 선택: 

LIST and JUSTIFY functional categories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the safety functions considered in 

the accident sequence model. 

a) 사고경위 모델에서 고려한 안전 기능에 맞게, 고

려한 기능별 분류를 목록화하고 타당함을 보여라. 

For each functional category, DOCUMENT the 

specific initiating events considered. 

b) 각 기능별 분류에서 고려하는 특정 초기사

건을 문서화하라. 

DOCUMENT the systematic search for plant unique 

and plant specific support system initiators, along with 

the resulting support system initiators disposition. 

c) 원전 일반 및 특정 보조 계통 기인자의 체

계적 검색과 그 결과인 보조 계통 기인자특징

을 문서화하라.  

DOCUMENT the systematic search for RCS pressure boundary 

failures [DELETE:  "and interfacing system LOCAs"]. 

d) RCS 압력 경계 손상에 대한 체계적인 검색

을 문서화하라. 

DOCUMENT the approach for assessing completeness and consistency of 

initiating events with plant specific experience, industry experience, other 

comparable PRAs and FSAR initiating events. 

e) 원전 고유 경험, 산업계 경험, 그리고 다른 비교할만한 

PRA 및 FSAR의 초기사건들을 가지고 초기사건들의 완전

성 및 일관성을 평가하는 접근법을 문서화하라. 

 

IE-D1 

DOCUMENT the assumptions f) 가정들을 문서화하라. 

I 보고서 3장 초기사건분석에서 초기

사건 선정과정에 대한 문서화가 비

교적 잘기술되어 있음. 

a)  b) e)    항목들에 대한 기술 

미흡.    

a) b) e)    항목들에 대

한 기술 

  

  

  

  

  

   

IE-D2 Grouping and Screening of Initiating Events 

 

 

초기사건들의 그룹화 및 선별 I screening out의 근거, 그룹핑의

근거에 대한 기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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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the basis for screening out initiators as 

risk insignificant. 

(a)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선별된 기인자들에 

대한 선별 근거를 문서화하라. 
 

DOCUMENT the basis for grouping and subsuming 

initiating events.  This may interface with the 

required success criteria from the Systems Analysis 

section (Para. 4.5.4) and Success Criteria section 

(Para. 4.5.3) of this Standard. 

(b) 초기사건들을 그룹화한 근거를 문서화 하

라. 이것은 표준화 보고서의 계통분석 절 

(4.5.4 항)과 성공기준 절 (4.5.3 항)의 성공요

건과 연계될 것이다. 

 

DOCUMENT the assumptions. (c) 가정들을 문서화하라.  

 

DOCUMENT the dismissal of any observed initiating 

events, including any credit for recovery. 

(d) 회복조치로 고려된 것을 포함하여, 관찰된 

기사건의 탈락을 문서화하라. 

 

 

 

Quantification of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초기사건 빈도 정량화: 

(a) DOCUMENT the derivation of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and the recoverie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initiating event. 

(a)   초기사건 빈도 도출과 그 초기사건과 연관

되어 사용된 회복조치를 문서화하라, 

 
IE-D3 

(b) DOCUMENT the approach to quantification of 

each initiating event frequency as data analysis or 

model approach.  

(b)  자료분석이나 모델 접근 처럼, 초기사건  

빈도의 정량화 방법을 문서화 하라.  

I 제7장 자료분석, 제2절 초기사건빈

도에 초기사건 빈도 도출과정이 비

교적 문서화되어 있음. (a) 1.5등급, 

(b) 최소 수준으로 기술, (c) I등급

수준, (d) FT만 첨부(1등급), (e)  

I등급수준, (f) 문서화 배제, (g), 

(h), (i), (j) 항목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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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PLAIN any large deviations (such as an order-of-

magnitude difference) from comparable generic data.  

When fault tree models are used to estimat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APPLY appropriate aspects of system analysis 

documentation requirements including any modeling 

assumptions. 

(c)  비교할 만한 일반 자료와 크게 차이 (10배 

정도 차이)나는 것은 설명하라. 초기사건 빈도 

예측을 위해 고장수목 모델이 사용될 경우는, 

모델링 가정을 포함한 계통분석 문서화 요건의 

적절한 면을 적용하라. 

(d) When fault trees are used to develop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DOCUMENT how the applicable system 

failure modes are taken into account for each fault tree.

(d)  초기사건 빈도 예측을 위해 고장수목 모델

이 사용될 경우는, 각 고장수목에 어떻게 적용

할 만한 고장 모드가 적용되는지 문서화하라. 

(e) DOCUMENT the methodology and approach 

when using data analysis methods to estimat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also, IDENTIFY the 

data used. 

(e)  초기사건 빈도를 예측하기 위해 자료분석 

방법을 사용할 때 방법과 접근법을 문서화하라; 

또한, 사용한 자료를 명기하라. 

(f) DOCUMENT the justification for exclusion of 

any data. 

(f) 어떤 자료를 배제할 경우는 그 정당함을 문

서화하라. 

 
 

(g) DOCUMENT the basis for the availability factor 

used to convert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to events 

per calendar reactor year.    

BUDNITZ NOTE TO LPSD TEAM:  Reference 

here to "per reactor year."  We need to discuss this.

(g) 초기사건빈도를 연간 원자로 운전당의 사건

으로 변환할 때 이용하는 이용률 근거를 문서

화하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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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DENTIFY potential time dependent aspects of 

the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and DOCUMENT 

assumptions made to obtain average frequencies. 

(h) 초기사건빈도의 시간의존 측면을 도출하

고, 평균 빈도를 얻을 수 있는 가정 사항을 

문서화하라. 

(i) DOCUMENT the process for computing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i) 초기사건빈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과정을 

문서화하라. 

 

(j) DOCUMENT the important assumptions made 

in the analysis that affect the results.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시의 주요가정들을 

문서화하라. 

   

Interfaces with Other PRA Tasks 다른 PRA  업무와의 연계성: 
IE-D4 

DOCUMENT specific interfaces with other PRA 

tasks for traceability, and to facilitate configuration 

control when interfacing tasks are updated. 

PSA 연계업무가 업데이트되어질 필요가 있

을 때 추적성이나 문서형상관리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특별한 연계사항을 문서화하라. 

I 내부 문서의 QA 절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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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3. 사고 경위 분석(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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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requirements for Accident Sequence Analysis 

사고경위 분석에 대한 상위수준 요건 사항 

A Significant operator actions, mitigation systems, and phenomena that can alter sequences are appropriately included in the accident sequence 
model event tree structure and sequence definition.  

사고경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운전원 조치, 완화계통, 현상 등이 사건수목 구조 및 사고경위 정의에 적절히 포함되었

는지를 판단한다. 

 

B  Plant-specific dependencies are reflected in the accident sequence structure.  

사고경위 구조에 발전소 고유의 종속성이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한다.  

 

C Scess criteria are available to support the individual function successes, mission times, and time windows for operator actions for each critical 
safety function modeled in the accident sequences. 

사고경위에 모델링되는 각 주요안전기능에 대하여 개별 기능의 성공, 임무 시간, 운전원 조치 여유시간 등을 보조하는데 필

요한 성공기준에 대한 정보가 입수가능한지를 판단한다. 

 

D  End states are clearly defined to be core damage (or fuel damage) or successful mitigation with capability to support the Level 1 to Level 2 
interface. 

1단계 및 2단계 PSA 연계사항을 보조하는 능력과 함께 노심손상, 핵연료 손상 혹은 사고의 성공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사고

종결상태가 명확히 정의되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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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1 CHOOSE a method for Accident Sequence Analysis that 

explicitly MODELS the appropriate combinations of 

system responses and operator actions that affect the 

key safety functions for each modeled initiating event 

in each modeled plant state, and provides a framework 

to support sequence quantification.  CHOOSE a 

method that includes an “event tree structure” or 

equivalent such that the accident sequence logic 

(progression) is graphically represented. 

각 POS에서 모델된 초기 사건의 주요 

안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계통 반응과 

운전원 조치의 적절한 조합을 명확히 모

델하고, 사고 경위 정량화를 보조하기 위

한 체제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사고경위 

분석 방법 선택. 사건수목과 같이 사고 

경위를 논리적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

는 방법 선택하라. 

II 사건수목 방법을 이용. 계통 반

응과 운전원 조치를 적절히 조

합하여 분석하였음.  

전체적인 사고경위분석 방법

에 대한 문서화 보완 (CD 

정의, mission time, safety 

function, dependency, 

modeling rules& 

assumptions들에 대한 명확

한 기술이 필요) 

AS-A2 For each initiating event group in each modeled plant 

state, DEFINE in the model the necessary key safety 

functions that are necessary to reach a safe stable state 

and prevent core damage or fuel damage.  

각 POS에서 각 초기사건 그룹에 대해, 발전소

를 안전 정지 상태에 도달시켜 노심 손상 혹은 

핵연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안

전 기능을 모델에서 정의하라. 

II 안전 기능을 모델에서 정의하지

는 않지만 계통 기능으로 정의. 

(안전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는 필요함) 

AS-A3 For each initiating event group in each modeled plant 

state, using the defined success criteria for each key 

safety function, IDENTIFY the systems needed to 

mitigate the initiator. Note that system availability may 

change with plant state, for example secondary cooling 

would not be available in a PWR if the reactor pressure 

vessel head has been removed. 

각 POS에서 각 초기사건 그룹에 대해, 

정의된 주요 안전 기능의 성공기준을 사

용하여 사고 유발인자를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통을 확인하라. 발전소 상태에 

따라 계통 이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

다. 예를 들면 가압경수로에서 원자로 용

기 헤드가 제거된 상태이면 2차측 냉각

은 이용불가능할 것이다. 

II 사고완화를 위해 필요한 계통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4장 각절

의 표와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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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4 For each initiating event group in each modeled plant state, 

using the defined success criteria for each key safety 

function, IDENTIFY the procedurally directed operator 

actions. 

각 POS에서 각 초기사건 그룹에 대해, 

정의된 주요 안전 기능의 성공기준을 사

용할 때 절차상 요구되는 운전원 조치를 

확인하라. 

II 4장 각절의 표에서 성공기준 

명시되어 있음 (HRA 정보 포

함). HRA 상세정보는 7.1절과 

부록 III. 

  

AS-A5 DEFINE functions and structure of the accident sequence 

model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lant specific 

EOPs, abnormal procedures, training simulator exercises, 

and existing plant transient analysis. 

대상 발전소의 비상운전절차서, 비정상 

절차, 모의장치 훈련, 과도사건 분석과 일

치하는 사고경위 모델 구조와 기능을 정

의(규정)하라. 

II 정지저출력시 활용할 수 있는  EOP는

없음. 비정상운전절차서(부분충수운전

에 국한) 및 기행절차서 이용함. 모의

시물레이터는 없음. 현존 발전소 과도

사건 분석 결과 이용. 

  

AS-A6 Where practical, sequentially ORDER the events 

representing the response of the systems and operator 

actions according to the timing of the event as it occurs in 

the accident progression. 

사고 진행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의 시간 순

서에 따른 계통의 반응과 운전원의 조치를 

표현하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라. 

II 보고서 4장에 기술된 바와 같

이 시간에 따른 계통의 반응에 

따라 사고 경위 구성 

  

DELINEATE the possible accident sequences for each 

initiating event group in each modeled plant state, unless 

the sequences can be shown to be a non-contribution using 

qualitative arguments. 

정성적 토의를 통해 사고 경위가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일 수 없으면, 각 POS에

서 각 초기사건 그룹에 대해 가능한 사고

경위를 기술하라. 

AS-A7 

For Category III, DELINEATE the possible accident 

sequences for each initiating event group in each 

modeled plant state. 

각 POS에서 각 초기사건 그룹에 대하

여 가능한 사고경위를 기술하라. 

I 보고서 4장 각 절에서 각 POS

별 각 초기사건에 해당하는 사

고경위를 도출하고 있음 (정성

적인 판단에 의존). 하지만, 사

고경위별이 아니라 사건수목 표

제별로 나열함. 

표제별이 아니라 사고경위별 

분석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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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8 DEFINE the end state of the accident progression as 

occurring when either a fuel damage state or core 

damage state or a steady state condition has been 

reached. 

노심손상 상태 또는 안정 상태로 도달

하는 사고 진행의 마지막 상태를 정의 

II 사고종결조건에 대한 전체적인 명시적 

기술은 없으나 각 초기사건별 end 

state에 대해서는 사건수목과 보고서 4

장 각 절에서 기술하고 있음 

사고종결조건에 대한 전체적

인 명시적 기술 필요 

USE vendor, generic thermal hydraulic analyses to 

determine the accident progression parameters (e.g., 

timing, temperature, pressure, steam, decay heat) in each 

modeled plant state that could potentially affect the 

operability of the mitigating systems. 

각 POS에서 사고 완화계통의 운전에 잠

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고 진행 변수(시

간, 온도, 압력, 증기, 잔열) 결정을 위해 

유사 발전소군에 대해 발전소 공급자가 

수행한 일반 열수력 분석 결과 사용 

For Category II, USE realistic, applicable (i.e., from 

similar plants) thermal hydraulic analyses to determine 

the accident progression parameters (e.g., timing, 

temperature, pressure, steam, decay heat) in each 

modeled plant state that could potentially affect the 

operability of the mitigating systems. 

각 POS에서 사고 완화계통의 운전에 잠

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고 진행 변수(시

간, 온도, 압력, 증기, 잔열) 결정을 위해 

실질적이고, 유사 발전소로부터 적용 가

능한 열수력 분석 결과 이용 

AS-A9 

For Category III, USE realistic, plant-specific thermal 

hydraulic analyses to determine the accident progression 

parameters (e.g., timing, temperature, pressure, steam, 

decay heat) in each modeled plant state that could 

potentially affect the operability of the mitigating 

systems. 

각 POS에서 사고 완화계통의 운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고 진행 변

수(시간, 온도, 압력, 증기, 잔열) 결정

을 위해 실질적이고, 대상 발전소의 

열수력 분석 결과 이용 

II RELAP 5 MOD 3.2를 사용하

여 발전소 고유 열수력 분석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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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ach initiating group in each modeled plant state, 

INCLUDE the critical safety function status as the 

individual events in the accident sequence. 

각 POS에서 각 초기사건 그룹에 대한 

사고 경위에 개별적인 사건으로 주요 

안전기능 상태를 포함 

For Category II, For each initiating event group in each 

modeled plant state, DEVELOP the accident sequence 

model to sufficient detail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quirements on systems and operator responses are 

captured.  For example, diverse systems providing a 

similar function need not be modeled separately if 

choosing one over another does not substantially impact 

the sequence development.  If, however, choosing one 

over another significantly changes the requirements for 

operator intervention or the need for other systems, they 

should be modeled separately. 

각 POS에서 각 초기사건 그룹에 대

해, 계통에 대한 요건과 운전 반응에

서의 차이점을 묘사하는 자세한 사고 

경위 모델을 개발. 예: 예를 들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계통이 있을 

때, 한 계통을 다른 계통에 우선하여 

선택하여 그것이 사고경위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따로 떼어 내

어 모델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 

계통을 다른 계통에 우선하여 선택했

을 때, 그것이 운전원 조치에 대한 요

구 사항이나 다른 계통의 필요성 등을 

심각하게 변화시킨다면 이들 계통은 

따로 모델링해야 한다.  

AS-A10 

For Category III, For each initiating event group in each 

modeled plant state, explicitly INCLUDE each system and 

operator action required for each critical safety function. 

각 POS에서 각 초기사건 그룹에 대해, 각 

중요 안전 기능을 위해 요구되는 계통과 

운전원 조치를 명백하게 포함하라. 

II 보고서 4장 각 절의 text. ET

는 system ET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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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11 Transfers between event trees may be used to reduce the size 

and complexity of individual event trees. DEFINE any 

transfers that are used and the method that is used to 

implement them in the qualitative definition of accident 

sequences and in their quantification. USE a method for 

implementing an event tree transfer that preserves the 

dependencies that are part of the transferred sequence.  

These include functional, system, initiating event, operator, 

and spatial or environmental dependencies. 

사건수목들 간의 전이로 개별 사건 수목의 

크기와 복잡성을 감소시켜도 된다. 사용된 

전이와 사고경위의 정성적 정의와 정량화

에서 전이를 활용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정의하라. 전이된 경위의 일부분인 종속성

을 유지하는 사건수목 전이 방법을 이용. 

기능, 계통, 초기사건, 운전원, 공간 및 환

경적 종속성을 포함해야 한다. 

II SLOCA경우 RT 실패시 ATWS 

ET로 전이 (이외 전이 사건은 고

려하지 않음). POS에 따라서는 동

일한 ET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

지만, 보조논리들을 이용하여 

dependency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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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B1 For each initiating event, IDENTIFY the mitigating systems 

impacted by the occurrence of the initiator and the extent of the 

impact.  INCLUDE the impact of initiating events on accident 

progression. 

초기사건에 대해, 사고 유발인자의 발생과 영

향의 확대로 인해 영향 받는 사고완화계통을 

확인. 사고 전개 과정에서 초기사건의 영향을 

포함. 

II 종속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사고

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사고 완화계

통에 확인을 하고 모델함. (보고서 4

장 각절) 

  

For each critical safety function, IDENTIFY its dependence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preceding functions.  INCLUDE the 

impact on accident progression is addressed.  For example: 

각 주요 안전기능에 대해, 선행 기능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종속성 확인. 사고 전개 과

정에 미치는 영향 포함. 예 :  

Turbine driven system dependency on SORV, depressurization, 

and containment heat removal (suppression pool cooling). 

- SORV, 감압, 격납건물 열제거와 종속적인 

터빈 구동 계통. 

Low-pressure system injection success dependent on need for 

RPV depressurization. 

- 저압안전 주입의 성공은 RPV 감압의 필요

성에 종속적 

AS-B2 

Safety functions failed due to plant state, such as PWR steam 

generator cooling due to the reactor pressure vessel head being 

removed. 

가압경수로에서 원자로용가 헤드의 제거에 따

라 증기발생기 냉각이 안되듯이 발전소 상태

에 따라 종속성을 확인하라. 

II 전체적인 정리는 되어 있지 않으나 

(문서화문제), 영향 받는 사고 완화

계통에 대한 정점사건 사이의 종속성

고려함.  

  

  

  

전체적인 정리는 필요 

(예, CSF별 요구되어지는 

계통 table, POS별 종속

성 별도 정리, 등) 

  

  

  

AS-B3 For each accident sequence, IDENTIFY the phenomenological 

conditions created by the accident progression including those 

caused by changes in plant state.  Phenomenological impacts 

include generation of harsh environments affecting temperature, 

pressure, debris, water levels, humidity, etc. that could impact 

the success of the system or function under consideration; for 

각 사고 경위에 대해, 발전소 상태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조건을 포함한 사고 전개 과정

에서 만들어진 현상학적 상황 확인하라. 현상

학적 영향은 어떤 상황 하에서 계통 또는 기

능의 성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압력, 

파편(debris), 수위, 습도 등에 영향을 주는 

I 열수력 분석을 통해 사고 전개 과정

의 현상을 파악.  (보고서 4장 각절

과 보고서 5장). EQ 문제차원에서 

조건 및 영향 반영 불충분. 

사고 경위별 현상학적 조

건 및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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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loss of pump net positive suction head (NPSH), 

clogging of flow paths.  INCLUDE the impact of the accident 

progression phenomena. 

극한 환경의 생성을 포함; 예를 들면, 펌프의 

NPSH 상실, 유로의 막힘. 사고전개 현상의 

영향 포함. 

AS-B4 When the event trees with conditional split fraction 

method are used, if the probability of Event B is 

dependent on the occurrence or non-occurrence of 

Event A, PLACE Event A to the left of Event B in the 

ordering of event tops. 

조건에 따라 분류되는 사건수목을 이용할 

때, 사건 B의 확률이 사건 A의 발생 또는 

비발생에 종속적이라면, 사건 B의 왼쪽에 

사건 A가 오도록 한다. 

II conditional split fraction method를 이

용하지 않음. 단 보조논리 상에서 

여러가지 종속성은 고려하고 있음 

(Flag, 상호배반사건 정의, 등등)

  

AS-B5 For the event trees with conditional split fraction method, 

DEVELOP the event trees to a level of detail sufficient to 

identify intersystem dependencies and train level interfaces. 

For the fault tree linking method, DEVELOP fault trees and 

apply flag settings and mutually exclusive files or 

comparable method to resolve these same dependencies.  

If plant configurations and maintenance practices 

create dependencies among various system alignments, 

DEFINE and MODEL these configurations and 

alignments in a manner that reflects these 

dependencies.  PROVIDE one event sequence model 

or set of event trees that accounts for each initiating 

event 

조건부 분기 분율 방법으로 개발된 사건수목에 

대해서는, 계통간의 종속성과 트레인간의 연결

을 확인하기 위해 자세한 수준으로 사건수목을 

개발. 고장수목 연계에 대해, 고장수목을 개발

하고 종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flag표시를 하

고 상호 배타적인 파일(mutually exclusive file) 

또는 필적할 만한 방법을 적용. 발전소 배열과 

정비 practices로 인해 다양한 계통 배열 간의 

종속성이 발생하면, 이들 종속성을 반영함으로

써 발전소 상태와 배열을 정의하고 모델. 초기

사건 분석 요건에서 정의하는 각 초기사건 또

는 초기사건 범주를 설명하는 사건 전개 모델

을 제공하여 초기사건 종속 

II conditional split fraction method를 이

용하지 않음. 단 보조논리 상에서 

여러가지 종속성은 고려하고 있음 

(Flag, 상호배반사건 정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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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initiating event category defined in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element so that 

initiating event dependencies can be properly modeled. 

성을 적절히 모델할 수 있도록 한다. 

INCLUDE events for which time phased dependencies might 

exist.  

시간에 따른 (time phased) 종속성이 존재할 것 같

은 사건을 포함. 

1) For SBO/LOOP sequences, INCLUDE key time phased 

events such as: 

1) SBO/LOOP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time phased 사건을 포함: 

 - AC power recovery - 교류 전원 회복 

 - DC battery adequacy (time dependent discharge) - DC 배터리 적절성 (time dependent discharge) 

 - Environmental conditions (e.g., room cooling) for operating 

equipment and the control room 

- 운전 중인 기기와 제어실에 대해 room cooling

과 같은 환경적 상태  

2) Other events that may be subject to explicit time dependent 

characterization include:  

2) 시간 종속적인 특성을 명백히 할 기타 사건은 

  - Long term make-up to RWST RWST로의 장기 냉각수 보충이다. 

3) For shutdown, include the dependence due to short time 

windows available for operator action, if applicable to the 

plant state being modeled.  For example:  

3) 모델링된 발전소 운전상태에 적용이 가능한 

짧은 운전원 조치 여유시간으로 인한 종속성을 포

함시켜라. 예를 들면 

AS-B6 

  - RHR recovery before boiling and before core damage  - 노심 비등 및 노심 손상 전에 잔열제거계통의 복

구 가능성 

II 교류 전원 회복 확률, 직류 축전지

방전시간, 기기실 냉각, 핵연료재장

전수탱크 고갈시간에 대한 명시적

인 고려가 이루어졌음. 각 POS에

서 열수력 보조분석을 수행하여 핵

연료 손상시점 (1000 K) 까지 소

요되는 시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하

여 사건수목 및 인간신뢰도 분석에

반영하였음. Rm. Cooling 문제는 

보수적으로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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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1 DOCUMENT the results of the Accident Sequence Analysis 

consistent with the process that was used for its 

development. PROVIDE the basis for the accident sequence 

process. 

사고 경위 개발을 위해 사용된 과

정과 일치하는 사고경위 분석 결과

를 문서화하고 사고경위 전개에 대

한 근거 제공하라. 

II 사고경위분석의 전체적인 basis에 대한

문서화는 미흡 하지만, 보고서 4장에서 

POS별 IE별 세부 사고경위들에 대한 

설명은 잘 되어 있음.   

사고경위분석의 전반적인 basis

에 대한 문서화 필요 (예: 사고 

종결조건, 전체가정사항, 임무시

간, 안전기능정의, 등등) 

AS-C2 DOCUMENT the treatment of each initiator and event tree 

in each plant state to support reviews and applications. 

각 POS에서 검토와 응용을 보조하

기 위해 각 사고 유발인자와 사건

수목의 처리를 문서화하라. 

I 보고서 4장 2절부터 11절까지

POS별 IE별 ET에 대한 설명은

잘 되어있음. 하지만 추적의 용

이성 관점에서 1등급. 

사고경위별 기술 

 DOCUMENT the following interfaces between Accident 

Sequence Analysis and other PRA tasks: 

사고경위 분석과 다른 PRA 업무 

사이의 다음과 같은 연계사항을 문

서화하라. 

(a) A link between the definition of each plant state in the 

Plant Operating State Analysis Task and the event sequence 

model.  

(*) 각 POS의 정의와 사건수목 모

델의 연계에 대해 문서화하라. 

(b) A link between the definition of initiating event category 

in the Initiating Event Analysis Task and the event sequence 

model. 

(a)  초기사건 분석에서 초기사건 

범주의 정의와 사건 경위 모델 사

이의 연계  

AS-C3 

(c) The definition of core damage (or fuel damage) and 

associated success criteria that is consistent with that 

documented in the Success Criteria Task. 

(b)  노심손상(혹은 핵연료 손상)의 

정의와 성공기준 업무에 문서화된 

것과 같은 동반 성공기준의 정의  

I 정지저출력 PSA 보고서 4장에

서 각 POS별로 해당되는 초기

사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g) I등급, (e)는 out of scope, 

(a), (b)는 1.5등급으로 판정되

고 나머지는 2등급 수준이상으

로 판단됨. (보고서 4장).  *** 

(a), (b) 요건의 의미는 PS와 

IE의 해당 요건과의 비교 파악

이 요구 

 

 

판정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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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ey definitions of operator actions and sequence specific 

timing and dependencies reflected in the event trees that are 

traceable to the HRA for these actions. 

(c)  운전원 조치와 경위를 위한 특정 timing 그리고 이들 

조치를 위해 인간신뢰도 분석으로 추적 가능한 사건 수목

에서 반영되는 종속성의 핵심 정의  

(e) A description of the interface of the accident sequence models 

with plant damage states 

(d)  발전소 손상 상태에 따른 사고 경위 

모델의 연계 설명  

(f) The basis for the sequence and cutset quantification in the 

Level 1 Quant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Task. 

1단계 정량화 및 결과해석에서 사고경위 및 

최소단절집합의 정량화를 위한 근거 

 

(g) A framework for an integrated treatment of dependencies in the plant 

operating state analysis, initiating events analysis, systems analysis, data 

analysis, human reliability analysis, Level 1 quantification. 

(e)  발전소 상태 분석, 초기사건분석, 계통분석, 

자료분석, 인간신뢰도분석, Level 1정량화에서 

종속성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체계 

  

 

 

 

 

  

  

  

  

DOCUMENT the following: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라. 

(a)   the success criteria established for each initiating event 

category in each plant state, including the bases for the criteria (i.e., 

the system capacities required to mitigate the accident and the 

necessary components required to achieve these capacities);  

(a) 기준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각 POS

에서 각 초기사건 범주를 위해 설정된 성공

기준 (즉, 사고완화를 위해 요구되는 계통

의 capacities와 필요 기기); 

AS-C4 

(b)  the models used (including all sequences) for each 

initiating event category in each plant state 

(b) 각 POS에서 각 초기사건 범주

에 대해 모든 경위를 포함해 사용된 

모델  

I 울진 5,6 정지저출력 PSA 보고

서 4장 사고경위분석, 5장 열수력

학적 분석, 부록 V 에서 각 POS

별로 해당되는 열수력 분석 및 사

고경위  분석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c) (d)항목은 I, (f)는 1+

등급, (h)는 요건이해못함. 나머

지 항목의 요건은 2등급. 

판정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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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description of the accident progression for each sequence 

or group of similar sequences in each plant state (i.e., descriptions 

of the sequence timing, applicable procedural guidance, expected 

environmental or phenomenological impacts, dependencies 

between systems and operator actions, end states, and other 

pertinent information required to fully establish the sequence of 

events); 

(c) 각 POS에서 각 경위 또는 유사 경

위 그룹에 대한 사고 과정 설명 (즉, 

the sequence timing, 활용 가능한 절

차서, 예상되는 환경적 또는 현상학적 

영향, 계통과 운전원 조치 사이의 종속

성, 최종 상태와 사건의 경위 설정을 위

해 요구되는  다른 적절한 정보 설명); 

 

(d)  any assumptions that were made in developing the 

accident sequences in each plant state, as well as the bases 

for the assump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final results; 

(d) 각 POS에서 사고경위 개발 과

정에서 만들어진 가정 사항과 가정

을 위한 근거 그리고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 

(e)  existing analyses or plant-specific calculations 

performed to arrive at success criteria and expected sequence 

phenomena including necessary timing considerations in 

each plant state; 

(e) 각 POS에서 현존하는 분석 또

는 성공기준을 위해 수행된 특정 발

전소 계산 결과와 필요한 타이밍 고

려를 포함한 예상되는 경위 현상; 

(f)  sufficient system operation information to support the 

modeled dependencies in each plant state; 

(f) 각 POS에서 모델된 종속성을 보

조하기 위한 충분한 계통 운전 정보; 

 

(g)  calculations or other bases used to justify equipment 

operability beyond its "normal" design parameters and for 

which credit has been taken in each plant state; and 

(g) 각 POS에서 정상적인 설계변수 

이상의 기기 운전 가능성 확인을 위

해 사용된 계산 결과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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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ow all requirements for Accident Sequence Analysis 

have been satisfied when sequences are modeled using a 

single top event linked fault tree in each plant state. 

(h) 각 POS에서 고장수목에 링크된 

하나의 정점사건을 사용하여 경위가 

모델될 때 사고경위 분석을 위한 모

든 요건을 만족시켰는지를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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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4. 성공기준(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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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requirements for Success Criteria 

성공기준에 대한 상위수준 요건 사항 

A The overall success criteria for each plant stated modeled in the PRA and the system, structure, component and human action success criteria used for 
each plant state in the PRA shall be defined and referenced, and shall be consistent with the features, procedures, and operating philosophy of the 
plant.  

POS에 대한 전반적인 성공기준과 각 pos에서 사용되는 계통, 구조, 기기 및 인간 행위 성공기준들이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

들은 대상 발전소의 설비, 절차 및 운전철학과 일치되어야 한다  

 

B The thermal/hydraulic, structural and other supporting engineering bases shall be capable of providing success criteria and event timing sufficient for 
quantification of fuel damage frequency or CDF, and LERF, determination of the relative impact of success criteria on SSC and human action 
importance, and the impact of uncertainty on this determination in each plant state modeled.   

열수력, 구조 및 기타 보조 공학적 근거에 의해 산출된 성공기준 및 사건진행시간은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CDF와 

LERF의 충분한 정량화, (2)SSC상의 성공기준의 상대적 영향과 인간 행위 중요도의 결정, 그리고 (3)이 결정에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C Documentation shall be performed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peer review, as well as future upgrades and applications of the PRA, by describing the 
processes that were used, and providing details of the assumptions made and their bases.  

성공기준 설정 과정을 기술하고, 가정과 그들의 근거를 상세하게 제공하므로써, 제3자 검토(peer review), 향후의 개량 

(upgrade) 및 PRA의 활용에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 해야 한다.  

 

 



 

    93

 요건 등급 평가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USE the definition of fuel damage or core damage 

provided in Section 2 of this standard. 

본 표준의 제2절에서 제공한 노심손상 정의를 

사용하라. 

전출력 노심손상빈도 

정의와 일치시킬 필요

가 있음 

If core damage has been defined differently than in 

Section 2: 

만약 제2절에 있는 것과 다른 노심손상 정의를 

사용했다면: 

 

IDENTIFY any substantial differences from the 

Section 2 definition, and 

제2절의 정의와 다른 모든 실제적 차이점을 찾

아내고, 

 

SC-A1 

PROVIDE the bases for the selected definition. 선택된 노심손상 정의에 대한 근거를 제시. 

I 2절의 노심손상 정의와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노심 1/2노출과 비슷

한 경향을 보임을 기술함. 피복재의 

산화온도로 1000K를 정의하고 있으

나 이 온도에서 산화반응은 작다고 

알려져 있으며 발생되는 열도 적음. 

보수적인 가정임.  Section 2는 

blank상태임  SC-A2 PWR CD 정

의 참조하여 등급 판정함.   

SPECIFY the plant parameters (e.g., highest node 

temperature, core collapsed liquid level) and 

associated acceptance criteria (e.g., temperature limit) 

to be used in determining fuel damage or core 

damage for each plant state modeled. SELECT these 

parameters such that the determination of fuel 

damage or core damage is as realistic as practical, 

consistent with current best practice 

노심손상을 결정하는데 이용한 발전소 변수들

(예를 들어, 노드의 최고온도(highest node 

temp), 노심 환산수위 (collapsed liquid level))

과 관련된 허용기준(acceptance criteria) (예를 

들어, 제한 온도) 명시하라. 이들 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라. 노심손상의 결정은 수

행상 가능한 한 현실적이어야 한다. 현재 최적의 

관행과 일관성 있어야 한다. 

발전소 변수로써 노심 최상위의 

hottest clad Temperature를 사용

하고 있음. (3등급) 

 SC-A2 

DEFINE computer code-predicted acceptance 

criteria with sufficient margin between actual 

limits and code-calculated values to allow for 

이들 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라. 노

심손상의 결정은 수행상 가능한 한 현실적이어

야 한다. 현재 최적의 관행과 일관성 있어야 한

다. 

II 

대부분의 열수력 계산에서 위의 변

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온도가 상승하는 곳이므로 실제의 

관행과 일치함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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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computer code-predicted acceptance 

criteria with sufficient margin between actual 

limits and code-calculated values to allow for 

limitations of the codes, sophistication of the 

models, and uncertainties in the results.  

코드의 한계, 모델의 제한성, 그리고 결과의 불

확실성을 허용할 수 있는 코드계산값 (code-

calculated values)과 실제 제한값 (actual 

limits)과 간에 충분한 여유를 갖는 컴퓨터 코드 

예측 (code-predicted) 허용기준을 정의하라. 

Examples of measures for core damage that have 

been used in PRAs include: 

PRA에 사용된 바 있는 노심손상에 대한 척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Collapsed liquid level less than 1/3 core height OR 

code-predicted peak core temperature > 2500°F 

(BWR) 

1/3 노심 높이보다 작은 환산수위 혹은 코드예측 

최고노심온도 > 2500℉ (BWR) 

RELAP5코드는 벽면과 유체간, 열

구조물, 핵연료와 피복재간 열전달 

모델등이 적절하거나 보수적이므로

(RELAP5/MOD3 Code manual 

Vol4) 실제의 값과 충분한 여유도

를 가짐(2등급). 그러나 PSA보고

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음.  

  

  

  

Collapsed liquid level below top of active fuel for 

a prolonged period, OR code-predicted core peak 

node temperature > 2200°F using a code with 

detailed core modeling, OR code-predicted core 

peak node temperature > 1800°F using a code with 

simplified (e.g., single-node core model, lumped 

parameter) core modeling, OR code-predicted core 

exit temperature > 1200°F for 30 minutes using a 

code with simplified core modeling (PWR) 

계속 기간 중 활동연료 (active fuel) 최상위이하의 

환산수위, 혹은 상세하게 노심 모델링한 코드를 사

용한 코드 예측 노심 최고 노드 온도 > 2200℉, 혹

은 단순화한 (예를 들어, 단일노드 노심 모델, lump 

parameter) 노심 모델링한 코드를 사용한 코드 예

측 노심 최고 노드 온도 > 1800℉, 혹은 단순화한 

노심 모델링을 사용한 코드를 사용하여 30분간 코

드 예측 노심 출구 온도 > 1200℉ (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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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3 SPECIFY the minimum set of mitigative functions 

to prevent fuel damage or core damage or 

radioactivity release in the accident sequences, for 

each initiating event group. 

각 초기사건군에 대하여 사고경위 중 노심손상

이나 방사성 누출을 방지하는 완화 기능의 최소 

세트를 명시하라. 

II 자동 작동 계통이 우회된 POS에 대

해 안전기능 사건수목을 구성하였으

므로 노심손상을 막는 최소 완화기능

집합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함  

 

SPECIFY success criteria for each of the 

mitigating functions for each initiating event group 

in each plant operating state modeled. 

각 초기사건군에 대하여 각 완화 기능에 대한 

성공기준을 명시하라. 

제4장 사고경위 분석에 각 POS별, 각 초기

사건별 완화기능에 대한 성공기준이 정성적

인 측면에서 서술식으로 기술되어 있음. 

SC-A4 

IDENTIFY systems capable of meeting the 

specified mitigating function success criteria in 

each plant operating state modeled. 

특정 완화 기능 성공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계

통을 분류하라. 

II 

4장 사고경위 분석 및 6장 계통분

석에 서술식으로 분류하고 있음. 

 

SPECIFY an appropriate mission time for the 

modeled accident sequences in each plant 

operating state modeled.  

모의된 사고경위에 대하여 타당한 임무시간을 

명시하라. 

각 사고 경위별로 명확한 임무시간 부

여하지 않음(implicitly expressed). 

일괄적으로 24시간 으로 사용. 

사고경위별 임무시간 

고려 

SC-A5 

For sequences in which stable plant conditions 

have been achieved, USE a minimum mission time

of 24 hours. Mission times for individual SSCs 

that function during the accident sequence may be 

less than 24 hours, as long as an appropriate set of 

SSCs and operator actions are modeled to support 

the full sequence mission time. 

안전한 발전소 상태에 도달하는 사고경위에 대

하여, 24시간의 최소 임무시간을 사용하라. 적절

한 SSC 세트와 운전원 행위에 의해 전체 사고

경위 임무시간이 짜여지는한, 사고경위 중 개별

적인 SSC 기능에 대한 임무시간은 24시간보다 

작아도 된다. 

I 

4장 사고경위분석에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음. 충전펌프를 사용하는 Feed & 

steaming 운전의 경우 안정화 상태에 도

달하기위해 24시간 이상 운전을 요구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임무 시간

을 부여하지 않음. *** 임무시간 24시간 

이상이 요구되는 사고 경위의 정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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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quences in which stable plant conditions 

would not be achieved by 24 hours using the 

modeled plant equipment and human actions,  

USE a longer mission time if needed to achieve 

stable plant conditions. 

모의된 발전소 기기와 인간 행위를 사용하여 24

시간 내에 안정된 발전소 조건에 도달할 수 없

는 사고경위에 대하여, 안정된 발전소 조건에 도

달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면 보다 더 긴 임

무시간을 사용하라. 

음.***  

PERFORM additional evaluation or modeling for 

sequences in which a safe, stable state has not been 

achieved by the end of the mission time defined for 

the PRA by using an appropriate technique. 

당 PRA에서 정의한 임무시간 끝까지 안전하고,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사고경위에 대하

여 타당한 기술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평가나 모

델링을 수행하라. 

Examples of appropriate techniques include: 타당한 기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assign an appropriate plant damage state for the 

sequence; 

그 사고경위에 대한 적절한 발전소 손상 상태를 지

정한다 

 

extend the mission time, and adjust the affected 

analyses, to the point at which conditions can be 

shown to reach acceptable values; or 

model additional system recovery or operator 

actions for the sequence, in accordance with 

용인 값(acceptable value)에 도달함을 보일 수 있

는 그 조건까지 임무시간을 확장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분석들을 수정한다; 혹은  해당되는 사고경위

에 대해, 확연한 최종결과가 나왔음을 나타낼 수 있

도록  본 표준의 계통분석 과 인간 신뢰도장에  

 

공학적 계산이나 열수력 코드를 통

한 분석 필요함. 단, POS 1&2은 

전출력과 동일 상황. 따라서 전출력

의 요건에 대한 등급 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1등급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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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ments stated in the Systems Analysis and 

Human Reliability sections of this standard, to 

demonstrate that a successful outcome is achieved.

기술된 요건과 일치되도록부가적인 계통회복이나 

운전원 조치를 모델한다.  

    

SC-A6 CONFIRM that the models and inputs for 

thermal/hydraulic, structural, and other supporting 

engineering bases are consistent with the features, 

procedures, and operating philosophy of the plant 

for each plant state modeled. 

열수력, 구조, 및 기타 보조 공학 근거에 대한 

모델과 입력이 대상 발전소의 설비, 절차, 운전 

철학과 부합하는지를 입증하라. 

II 울진3,4호기의 입력자료를 사용하

였으나 영광 5,6호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발전소 거동 분석

시 정상 및 비정상 절차서에 따라 

모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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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ategory I, USE an appropriate combination of 

plant-specific or generic, best-estimate or 

conservative analyses/evaluations that are applicable 

to the plant, for each plant state modeled.. 

각각의 발전소 상태에서 "발전소 고유의" 또

는 일반적인, 최적 또는 보수적인 분석/평가

의 적절한 조합을 사용하라 . 

RELAP을 이용하여 plant-

specific best-estimate가 수향

되었으나 POS별로 대표적인 

input값들에 있어서 보수성이 존

재하므로. 열수력 분석은 보수성

을 가진다.(예를 들면, 노심잔열, 

원자로 냉각재 수위)  즉, 

conservative+plant-specific.

열수력 입력자료의 보수

성 개선 

For Category II, USE an appropriate combination of 

best-estimate plant-specific or best-estimate generic 

analyses/evaluations (e.g., thermal-hydraulic codes 

such as RELAP, MAAP, SAFER/GESTER, RETRAN, 

or equivalent) for thermal/hydraulic, structural, and 

other supporting engineering bases in support of 

success criteria requiring detailed computer 

modeling. 

상세한 컴퓨터 모델링을 요구하는 성공기준

을지둰하기위한 열수력, 구조, 및 기타 보조 

공학적 근거는 발전소 고유의 최적 해석/평

가 또는 일반적인 최적해석/평가(즉, 

RELAP, MAAP, SAFER/GESTER, 

RETRAN이나 이와 동등한 열수력 코드)를 

사용하라. 

SC-B1 

Best-estimate models or analyses may be 

supplemented with plant-specific/ generic FSAR or 

other conservative analysis applicable to the plant, 

for each plant state modeled. 

최적모델이나 분석은  고유한/일반적 FSAR

나 기타 보수적 해석으로 보충되어도 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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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ategory III, USE best-estimate, plant specific 

models (e.g., thermal-hydraulic codes such as 

RELAP , MAAP, SAFER/GESTER, RETRAN,  or 

equivalent) for thermal/hydraulic, structural, and other 

supporting engineering bases in support of success 

criteria requiring detailed computer modeling. 

상세한 컴퓨터 모델링을 요구하는 성공기준

을 지둰하기위한 열수력, 구조, 및 기타 보조 

공학적 근거는 발전소 고유의 최적 해석/평

가 (즉, RELAP, MAAP, SAFER/GESTER, 

RETRAN이나 이와 동등한 열수력 코드)를 

사용하라. 

    

Best-estimate plant-specific models or analyses may 

be supplemented with FSAR or generic analysis, but 

only if such supplemental analyses are applicable to 

the plant and do not affect risk significant 

CDF/LERF sequences, for each plant state modeled.

최적모델이나 분석은  고유한/일반적 FSAR

나 기타 보수적 해석으로 보충되어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분석은 대상 발전소에 적

용가능해야하고 위험도가 큰 CDF/LERF를 

야기하는 경위(sequences)에 영향을 주어서

는 안된다 

 

   

For Category I and II, MINIMIZE the use of expert 

judgment in situations where applicable analysis 

results exist, or situations where analysis tools exist 

and can reasonably be employed. 

적용 가능한 분석결과가 있거나 분석 도구가 

있고 충분히 사용될 수 있으면 전문가 판단

의 적용을 최소화 하라. 적용 가능한 분석결

과가 있거나 분석 도구가 있고 충분히 사용

될 수 있으면 전문가 판단을 적용하지말라. 

SC-B2 

For Category III, DO NOT USE expert judgment in 

situations where applicable analysis results exist, or 

situations where analysis tools exist and can 

reasonably be employed. 

 

II 정지냉각 상실과 관련한 대부분

의 사고 경위에 대해 최적 해석

코드로 가능한 한 열수력 분석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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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ategory I and II, When defining success criteria, 

USE thermal/hydraulic, structural, or other analyses 

/evaluations appropriate to the event being analyzed. 

성공기준을 정의할 때, 분석되어지는 사건에 

적절한 열수력, 구조, 혹은 기타의 해석/평가

를 사용하라. 

Examples include:   

engineering calculations; 공학적 계산 

computer codes with detailed plant models; 상세 발전소 모델을 갖춘 전산코드 

results of tests with conditions corresponding to the 

accident sequences; 

사고경위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는 시험 결과 

results of generic or plant-specific analyses for similar transients 

where these are shown to be appropriate. 

적절한 것으로 알려진 유사한 전이상태에 대한 일

반적 또는발전소 고유의 분석 결과  

 

For Category III, When defining success criteria, USE scenario-specific 

thermal/ hydraulic, structural, or other analyses/evaluations appropriate to 

each plant state for the event being analyzed. 

성공기준을 정의할 때, 각 발전소 상태별로, 분석되

어지는 사건에 사건 시나리오 고유의 열수력, 구조, 

혹은 기타의 해석/평가를 사용하라. 

Examples include:   

engineering calculations; 공학적 계산 

computer codes with detailed plant models; 상세 발전소 모델을 갖춘 전산코드 

SC-B3 

results of tests with conditions corresponding to the 

accident sequences;  

사고경위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는 시험 결과 

II 대부분의 성공기준 정의 시 시나

리오 고유의 열수력 분석을 수행

하여 성공기준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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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of plant-specific analyses for similar 

transients where these are shown to be appropriate.

적절한 것으로 알려진 유사한 전이상태에 대

한 발전소 고유의 분석 결과 

   

USE analysis models and computer codes that have 

sufficient capability to model the conditions of 

interest in the determination of success criteria for 

CDF/LERF, and that provide results representative 

of the plant.  A qualitative evaluation of a relevant 

application of codes, models, or analyses that has 

been used for a similar class of plant (e.g., Owner’s 

Group generic studies) may be used. 

분석 모델이나 전산코드는 CDF/LERF에 대

한 성공기준의 결정시 대상 조건을 충분히 

모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발전소

를 대표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한 급의 발전소에 대하여 사용되었던 코

드, 모델 혹은 해석의 관련된 적용 (예를 들

어, 사업자 그룹의 일반적 연구들)의 정성적 

평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SC-B4 

USE computer codes and models only within known 

limits of applicability. 

 컴퓨터 코드나 모델은 적용 한계 범위 내에

서 사용하라. 

II 열수력 분석에 사용된 

RELAP5/MOD3.2 코드는 노심

의 열수력적 상황을 상세히 분석

할 수 있는 코드이며 사용된 입

력자료도 일차계통및 이차계통을

비교적 상세히 모델하고 있음. 코

드간 비교 및 선택 (보고서 

5.2.1절 참조) 

 

CHECK the reasonableness and acceptability of the 

results of the thermal/hydraulic, structural, or other 

supporting engineering bases used to support the 

success criteria.  

성공기준을 보조하는 데 이용된 열수력, 구

조 혹은 기타 보조 공학적 근거에 대한 결과

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확인하라. 

Examples of methods to achieve this include: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SC-B5 

· COMPARE with results of the same analyses 

performed for similar plants, accounting for 

differences in unique plant features; 

독특한 특징적 차이를 갖는  유사 발전소에 대

하여 수행된 같은 해석 결과를 비교하라.  

II surry 및 grand gulf 에서 수행

한 정지저출력 psa 의 열수력 분

석과 정성적으로 비교하여 유사

한 경향을 가짐을 확인하였음(상

기 PSA에서는 MELCOR 코드를

이용함). RETRAN2 --> Palo 

Verde 부분충수운전. (Ref. 5.1 

-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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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E with results of similar analyses 

performed with other plant-specific codes; 

발전소에 특화된 다른 코드로 수행된 유사 분석

과 비교하라. 

 

· CHECK by other means appropriate to the 

particular analysis. 

특정 해석에 적합한 기타 수단으로 확인하라. 

  

 

 

For Category I, If significantly conservative or 

optimistic assumptions have been made in 

performing success criteria analyses, EVALUATE 

their impacts on CDF/LERF. 

심각하게 보수적이나 낙관적인 가정을 성공기준 

분석시 사용하였다면 CDF/LERF에 대한 영항

을 평가하라 

For Category II, If significantly conservative or 

optimistic assumptions have been made in 

performing success criteria analyses, QUANTIFY 

their impacts on CDF/LERF. 

심각하게 보수적이나 낙관적인 가정을 성공기준 

분석시 사용하였다면 CDF/LERF에 대한 영항

을 정량화하라 

SC-B6 

For Category III, DO NOT USE significantly 

conservative or optimistic assumptions in 

performing success criteria analyses. 

심각하게 보수적이거나 낙관적인 가정을 성공기

준 분석에 사용하지마라 

1 RELAP을 이용하여 plant-

specific best-estimate가 수향

되었으나 POS별로 대표적인 

input값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성이 존재하므로, 열수력 분

석 결과들은 보수성을 가짐.(예를

들면, 노심잔열, 원자로 냉각재 

수위).  즉, 

conservative+plant-specific. 

보수적으로 평가된 성공기준에 

대해서 적정한 민감도 분석이 없

었음. 

 

열수력 입력자료의 보수

성 개선 

 

 

 



 

    103

 요건 등급 평가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For Category I, DOCUMENT important bases, 

references, and assumptions for success criteria in 

each plant state. IDENTIFY significantly 

conservative or optimistic assumptions and their 

general impacts on the results. 

각 발전소 상태에 대해 성공기준의 중요한 근

거, 참조 및 가정등을 문서화 하라. 상당히 보

수적이거나 낙관적인 가정 및 이들의 결과에 

대한 일반적 영향을 밝혀라 

For Category II and III, DOCUMENT each of the 

success criteria and the supporting engineering bases, 

references, and important assumptions for success 

criteria and the supporting engineering calculations 

performed in support of the PRA in each plant state.

각 발전소 상태에서 ,모든 성공기준(each of 

success criteria), 보조적인 공학적 근거, 참

조, 및 성공기준과 보조공학적 계산에 사용된 

중요한 가정을 문서화하라 

IDENTIFY conservative, optimistic, or 

simplifying assumptions or conditions 

보수적인, 낙관적인, 혹은 단순화한 가정이나 

조건을 분류하라. 

PROVIDE specific justification, based on results of 

evaluation or quantification, as appropriate to the 

application Category, for use of conservative, 

optimistic, or simplifying assumptions or conditions.

평가 혹은 정량화 결과에 근거하여 적용 범주

에 적합하도록 보수적인. 낙관적인, 혹은 단순

화한 가정이나 조건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

유를 제공하라.  

SC-C1 

PROVIDE the basis for the success criteria 

development process and the supporting 

engineering calculations. 

성공기준 개발 과정 및 관련 보조 공학적 계산

의 근거를  제공하라.  

I 성공기준에 대한 중요근거, 참

고자료, 가정의 기술이 명시적

으로 되어 있지 않음. 일반적으

로 많은 성공기준을 TH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나 성공기준 결

정시 정보의 연관관계 및 추적

성은 미흡함.  

  

평가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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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ategory I, DOCUMENT uses of expert 

judgment 

전문가 판단을 사용한것을 문서화하라. SC-C2 

For Category II and III, DOCUMENT uses of 

and rationale for expert judgment. 

전문가 판단을 사용한 곳과 사용 이유를 문서

화하라. 

I 일반적으로 많은 성공기준을 발전

소 고유의 TH결과에 기초하고 있

으나 성공기준 결정시 정보의 연관

관계 및 추적성은 미흡함. 전문가 

판단이 사용된 부분을 별도 기술하

지 않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 미

흡.  

평가사유 참조 

SC-C3 DOCUMENT the rationale used in the 

application of success criteria for situations in the 

PRA for which there is more than one technical 

approach, none of which is universally accepted 

as correct, and each approach results in 

significantly different PRA results or insights. 

PRA에서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법이 제시되

어 있고, 범용적으로 채택되는 방법이 없는 상

황에서 각 방법론이 상당히 다른 PSA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에 대해서 성공기준 결정시 사용

된 논리를  문서화하라. 

II 요건의 조건문에 해당되는 경우 

(예: PSV 개방고착, 중력급수, 부분

충수운전, 등), 성공기준을 발전소 

고유의 TH결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해당 사고 경위의 기술에서 열수력

분석 결과에 대해 인용 기술함. 

 

DOCUMENT the following for each plant state 

modeled: 

각 발전소 상태에 대해 아래 내용을 문서화하

라: 

SC-C4 

The definition of fuel damage or core damage 

used in the PRA including the bases for any 

selected parameter value used in the definition 

(e.g., peak cladding temperature or reactor vessel 

level); 

· 정의에 사용된 모든 선택된 변수값 (예를 들

어, 최고 피복관 온도나, 원자로 용기 수위) 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PRA에 사용된 노심손상

의 정의 

I 모든 상태에 대해 일반적인 노

심손상 정의을 사용하였음. 

LPSD PSA 에서 노심손상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기술은 부족. (노심손

상 정의를 위해 선택된 변수 

사용에 대한 논리 기술 부족

함.) 

평가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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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inition of large early release used in the PRA 

including identification of those parameters used as 

the basis for defining containment failure or bypass;

  

Out-of-Scope  

calculations (generic and plant-specific) or other 

references used to establish success criteria, and 

identification of cases for which they are used; 

· 성공기준을 세우는데 사용한 (일반과 발전소

고유) 계산 혹은 기타 참고문헌, 그리고 이들이 

사용된 성공기준 확인 

사용된  정보의 연관관계 및 추적

성은 미흡하나, 전출력PSA 대비 열

수력 계산을 포함한 성공기준 문서

화는 매우 체계적임  (II 등급) 

 

identification of computer codes or other methods 

used to establish plant-specific success criteria; 

발전소 고유 성공기준을 세우는데 사용된 컴퓨

터 코드 혹은 기타 방법의 분류 

코드 선정 및 성공기준 결정 방법

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과 사고 경

위에서 방법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상세하지 않음 (수계산, RELAP, 

타 PSA 결과, 공학적 판단, 등등).

 

a description of the limitations (e.g., potential 

conservatisms or limitations that could challenge 

the applicability of  computer models in certain 

cases)  of the calculations or codes; 

계산 혹은 코드의 한계 (예를 들어, 어떤 경우

에 전산모델의 적용을 의심하게 할 수 있는 잠

재적 보수성이나 제한성)에 대한 기술 

계산이나 코드의 한계점에 대

한 기술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5장 참조) 

 

 

identification of important assumptions used in 

establishing success criteria; 

성공기준을 세우는데 사용된 중요한 가정의 선

정 

 

4장 각절, 5장에서 분산 기술하

고 있음. 전반적인 성공기준 결

정을 위한 가정사항 및 근거는

종합 정리되어질 필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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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mmary of success criteria for the available 

mitigating systems and human actions for each 

accident initiating group modeled in the PRA; 

PRA상에 모의된 각 사건 초기 그룹에 대하여 

가능한 완화 계통과 인간행위에 대한 성공기준 

요약 

각 사고 완화 계통및 인간행위

에 대한 성공기준의 요약 문서

화 됨. (각 사고경위별 성공기

준 표 참조.등급 II)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time available for 

human actions; 

인간행위에 대하여 가용 시간을 세우는데 사용

된 근거 

정보의 추적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하나, 운전원 조치에 대한 

가용시간 선정에 대한 근거 기

술 있음 (각 사고경위별 성공

기준 표 및 7장 사고후 인간오

류 표 참조.등급 II) 

 

 

descriptions of processes used to define success 

criteria for grouped initiating events or accident 

sequences. 

그룹화된 초기사건 혹은 사고경위에 대한 성공

기준을 정의하는 데 사용된 과정에 대한 기술

 

성공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대

한 전반적인 기술 없음 (I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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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5. 계통분석(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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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requirements for System Analysis 

계통분석에 대한 상위수준 요건 사항 

A The systems analysis shall provide a reasonably complete treatment of the causes of system failure and unavailability modes represented in the 
initiating events analysis and sequence definition.   

계통분석은 초기사건 분석이나 사고경위 분석에 나타나는 계통고장 이나 이용불능 모드의 원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전하게 취

급하여야 한다. 

  

B The systems analysis shall provide a reasonably complete treatment of common cause failures and intersystem and intra-system dependencies.  

계통분석은 공통원인고장, 계통간 종속성, 계통 내부에서의 종속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C The systems analysis shall be documented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Shutdown PRA applications, upgrades, and peer review by escribing the 
processes that were followed to select, to model, and to quantify the system unavailability.  Assumptions and bases shall be stated.   

계통분석은 계통 이용불능모드를 선정하고 모델링하고 이용불능도를 정량화하는 과정을 기술함을써 정지저출력 PSA의 응용이나 

개선, 독립검토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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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1 DEVELOP system models for those systems needed to 

provide or support the safety functions contained in the 

shutdown sequence analyses. 

정지저출력 사고경위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

기능을 제공하거나 보조하는데 필요한 계통들에 

대하여 계통모델을 개발하라.  

II 정지저출력 PSA에 모델링되

는 모든 계통에 대하여 고장

수목 모델을 개발하였음.   

 

SY-A2 COLLECT pertinent information to ensure that the 

system analysis appropriately reflects the as-built and as-

operated system. Examples of such information include:

System P&IDs, one-line diagrams, instrumentation and 

control drawings, spatial layout drawings, system 

operating procedures, abnormal operating procedures, 

emergency procedures, success criteria calculations, the 

Final or Updated SAR, technical specifications, training 

information, system descriptions and related design 

documents, actual system operating experience, 

interviews with system engineers and operators. 

계통의 설계/운전 되고 있는 대로 계통에 대한 타

당한 정보를 수집하라.  

정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계통도, 전기단선도, 계측제어도, 공간배치도, 계통

운전절차서, 비정상운전절차서, 비상운전절차서, 

성공기준계산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

지침서, 교육 및 훈련 정보, 계통 설계 자료, 계통

운전경험자료집, 계통기술자 및 운전원과의 면담

자료 등. 

II 설계중인 원전 PSA : 1) 유

사원전 운전경험 및 운전원

면담 자료 이용함. 2) 영광 

5,6 as-built 자료 사용. 동

일 사업자, 동일 운전원, 동

일 절차 사용으로 발전소 

고유  정보에 준한 것으로 

판단함. 

 

REVIEW plant information sources to define or establish: 다음 사항을 정의하기 위하여 발전소 정보원을 검

토하라.  

(a) system components and boundaries; (a) 계통 구성 및 경계 

As-built/operated 

정보와 비교 검토 필

요 

(b) dependencies on other systems; (b) 타 계통과의 종속성 

SY-A3 

(c)instrumentation and control requirements; (c) 계측 및 제어 요건 

II 설계중인 원전 PSA : 1) 유

사원전 운전경험 및 운전원

면담 자료 이용함. 2) 영광 

5,6 as-built 자료 사용. 동

일 사업자, 동일 운전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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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esting and maintenance requirements and practices 

during shutdown conditions; 

(d) 정지조건에서의 시험 및 정비 요건 및 관행 

(e) operating limitations such as those imposed by 

technical specifications; 

(e) 운영기술지침서에서 부과된 운전제한조건 

(f) procedures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during 

normal and abnormal conditions; and 

(f)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의 계통운전에 관한 

절차서 

 

(g) system configuration during normal and abnormal conditions. (g) 정상 및 비정상 조건에서의 계통 배열 

 일 절차 사용으로 발전소 

고유  정보에 준한 것으로 

판단함. 

 

 

 

 

SY-A4 PERFORM plant walkdowns and interviews with system 

engineers and plant operators to confirm that the systems 

analysis correctly reflects the as-built, as-operated plant.

계통의 설계/운전 되고 있는 대로 계통분석이 수

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전소를 답사하고

계통기술자 및 발전소 운전원과 면담하라. 

II 유사원전 (영광 3,4)에 대하

여 발전소 답사 및 운전원 면

담이 충분히 이루어졌음. 

영광 5,6 운전 경험자

료와 비교 검토 필요 

SY-A5 In the system model, INCLUDE those conditions that prevent the system 

from meeting the desired system function.  INCLUDE the effects of both 

normal and alternate system alignments, to the extent needed for CDF and 

LERF determination. 

요구되는 계통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조건들을 

포함시켜라. 노심손상빈도 및 조기대량방출빈도 

결정에 필요한 정도로 계통의 정상 및 대체 배열

의 효과를 포함시켜라.  

II 현재 계통기능 수행에 방해

되는 대부분의 조건 고려하

고 모델에 반영 판단. 단, 

LERF는 out-of-scope. 

분석범위의 확장 필요 

SY-A6 In defining the system model boundary (see SY-A3(a)), 

INCLUDE within the boundary the components required 

for system operation, support systems interface required 

for actua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components, 

and other components whose failures would degrade or 

fail 

계통경계를 정의하는데 있어서(SY-A3) 계통운전

에 필요한 기기, 계통 기기의 작동 및 운전에 필

요한 보조계통 연계사항, 그리고 계통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고장을 유발시키는 타 기기들도 포

함시켜라.  

II 계통의 기능 및 작동에 영향

을 미치는 보조계통 (예를 들

면, ESFAS, IA, HVAC, 

CCW, EPS 등) 및 타기기와

의 연계사항들을 명시적으로 

모델링고 있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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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ystem. 6장 각절) 

DEVELOP detailed systems models, unless sufficient 

system-level data are available to quantify the system 

failure probability, or system failure is dominated by 

operator actions, and omitting the model does not mask 

contributions to the results of support systems or other 

dependent-failure modes. 

계통고장확률을 정량화하는데 입수가능한 계통 수

준의 데이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계

통 고장이 운전원 조치에 지배적이지 않는 한, 그

리고 모델을 생략할 경우 보조계통이나 종속적인 

고장모드의 영향을 상쇄시키지 않는 한 계통모델

링을 상세히 하여라.  

A single data value may be used for systems with no 

equipment or human-action dependencies, if data exist that 

sufficiently represent the unreliability or unavailability of the 

system and account for plant-specific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unreliability and unavailability.  

기기가 없거나 운전원 조치에 종속성을 갖는 경우

만약 계통의 비신뢰도나 이용불능도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계통의 

이용불능도를 단일 값이 사용될 수 있다.  

 

A system model may be developed in which several 

failures are combined into super components.  In such a 

"reduced" model, RETAIN the major contributors to 

system unavailability, and INCLUDE components or 

support systems shared with other modeled systems. 

여러 개의 고장을 단일 기기로 표현하는 계통 모

델이 만들어 질 수있다. 이러한 함축된 모델의 경

우에 주요 기인자를 계통 이용불능도에 남겨두고 

타 계통 모델과 공유하는 기기나 보조계통은 포함

시키도록 하라.  

SY-A7 

Examples of systems that have sometimes not been modeled 

in detail include the [scram system, the power conversion 

system,] instrument air and the keep-fill systems.  

상세 모델을 개발하지 않은 계통의 예로서 계기용

공기계통과 충수계통을 포함시켜라. ASME 전출력

PSA 요건에서 [정지계통, 전력변환계통]은 삭제.

II 기기레벨에서 상세 계통모

델링되어 있음. 

RPS/ESFAS 모델, 동력변

환 계통의 경우, PSA 결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

위내에서 reduced model을

사용함. 분석 모델의 

정당화 측면에서 문서화 측

면은 보강 필요 . (보고서 6

장 각절의 계통 FT와 모델

링 가정사항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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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FY the use of limited (i.e., reduced or single data 

value) modeling. 

함축 모델이나 단일 값으로 모델링한 사유를 정당

화하라. 

   

IDENTIFY the boundaries of the components required for system 

operation.  MATCH the definitions used to establish the component 

failure data, or JUSTIFY an alternative assumption.  For example, a 

control circuit for a pump does not need to be included in the system 

model if the pump failure data used in quantifying the system model 

include control circuit failures. 

계통 운전에 필요한 기기의 경계를 도출하라. 기기 고장자

료 수립에 사용되는 정의와 부합되도록 하거나 대체 가정

에 대해 정당화하라. 예를 들면 만약 계통 모델을 정량화

하는데 사용되는 펌프 고장 자료가 제어회로 고장을 포함

하는 경우 펌프에 대한 제어회로를 계통모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SY-A8 

Model separately portions of a component boundary that are shared 

by another component or affect another component, in order to 

account for the dependent failure mechanism. 

종속고장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른 부품과 공유하거나 다

른 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경계 부분은 분리하여 모

델링하라. 

II 기기의 경계와 데이터분석

에서 정의된 기기 경계는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함. 

또한 정의된 부품경계도 독

립성을 가지도록 모델됨. 

단, DG Load Seq. 와 같이 

공유되거나 종속성을 갖는 

부품들은 기술적 이유로 분

리되지 않았음. 

 

SY-A9 If a detailed system model is developed, MODEL separately all 

trains of a multi-train system in the fault tree models. 

상세 계통모델이 구축되면 고장수목 모델에서 다중 계열

(train)의 계통 내 모든 계열(train)을 별도로 모델링 하라.

III 다중 하부 계열(sub-train)

로 이루어진 계통들은 트레

인별 모델링 되어 있음. 

 

SY-A10 If super components or modules are used to simplify 

system fault trees, PERFORM the modularization process 

in a manner that avoids grouping events with different 

recovery potential, events that are required by other 

systems, or events that have probabilities that are 

dependent on the scenario. 

복합(super) 기기 또는 모듈이 계통 고장수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서로 다른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 다른 계통에 의해 요구되는 

사건 또는 시나리오에 따른 확률을 가지는 사건들

을 그룹핑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모듈화 

(modularization) 과정을 수행하라. 

II 기본적으로 슈퍼콤포넌트 

또는 모듈을 사용하지 않음. 

상이한 회복조치의 잠재성

을 갖는 경우 모듈화하지 

않음. 하지만 부품경계 정의

상 H/W에 commend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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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of such events include: 그러한 사건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hardware failures that are not recoverable versus actuation signals 

which are recoverable 

회복 불가능한 기기(hardware)고장 대비 회복 가능한 작

동 신호 고장  

HE events that can have different probabilities dependent on the 

context of different accident sequences 

다른 사고경위 상황에 따라 다른 확률 값을 가질 수 있는

인간오류 사건 

events which are mutually exclusive of other events not in the module 모듈 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호 배타적인 사건 

events which occur in other fault trees (especially common-cause 

events) 

다른 고장수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특히 공통원인 

사건) 

 

SSCs used by other systems 다른 계통에 의해 사용되는 구조,계통,기기(SSCs)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복

조치를 위해 부품경계 정의

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는 

있음.  

  

  

  

  

  

 

Incorporate the effect of variable success criteria into the 

system modeling. 

Example causes of variable system success criteria are: 

계통 모델링에 변경 가능한 (variable) 성공기준  

영향을 반영하라. 

변경 가능한 계통 성공기준의 원인은 다음과 같

다 :  

ASME 전출력 요건과 달리

1개 부요건 삭제됨 (two 

unit 공유기기와 관련된 사

항) -- 논의 필요.  LPSD 

요건에 국한하면 II등급. 

SY-A11 

a) Different accident scenarios – different success criteria 

are required for some systems to mitigate different 

accident scenarios (e.g., the number of pumps required to 

operate in some systems is dependent upon the accident 

initiating event category 

a) 다른 사고 시나리오 – 어떤 계통은 다른 성공

기준이 다른 사고 시나리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예: 어떤 계통에서 운전에 요구되는 펌

프 수는 초기사건 분류에 따른다) 

II 

a) 보고서 4장 각절에서 명

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II+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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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pendence on other components -- success criteria for some 

systems are also dependent on the success of another component 

in the system (e.g.,  operation of additional pumps in some 

cooling water systems is required if non-critical loads are not 

isolated) 

b) 다른 기기와의 종속성 – 어떤 계통에 대한 성공기준은

계통 내 다른 기기의 성공에 좌우된다. (예: 중요치 않은 

부하가 차단되지 않으면 어떤 냉각수 계통에서는 추가적

인 펌프 운전이 요구된)  

b) 설계 용량을 기준으로 

한 성공기준 적용 (II등급)

  

c) Time dependence -- success criteria for some systems are time-

dependent (e.g., two pumps are required to provide the needed 

flow early following an accident initiator, but only one is required 

for mitigation later following the accident). 

c) 시간 종속성 – 어떤 계통에 대한 성공기준은 시간에 

따른다. (예: 두 대의 펌프가 필요로 하는 유량 제공위해 

사고초기에 요구되나, 사고 후기에는 사고완화 목적으로 

한 대의 펌프만이 요구된다)   

 

c) 시간 종속성을 고려한 

성공기준 적용 (예: inj. 

Phase와 recir. Phase의 성

공기준) (II등급) 

 

INCLUDE in the system model the equipment and components 

whose failure would affect system operability (as identified in the 

system success criteria), except when excluded using the criteria 

in SY-A15. 

계통 운전가능성(계통성공기준에 파악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 고장을 계통 모델에 포함하라. 단지 SY-A15

에서의 기준 예외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This equipment includes both active components (e.g., pumps, 

valves, and air compressors) and passive components (e.g., 

piping, heat exchangers, and tanks) required for system operation. 

모델링 대상 기기는 계통운전에 요구되는 능동기기(예, 

펌프, 밸브 및 공기 압축기 등) 및 피동기기(예, 배관, 열

교환기 및 탱크 등) 모두가 포함된다. 

성공기준에 정의된 계통 

operability에 영향을 주는 

부품은 계통모델시 고려함. 

계통운전에 도움이 되는 부

품고장의 모델링 포함 않음. 

(II 등급) 

  

 SY-A12 

Do not include in a system model component failures that 

would be beneficial to system operation, unless omission 

would distort the results. 

기기 고장을 누락시키더라도 그 결과를 왜곡시키

지 않는 한, 기기의 고장이 계통운전에 도움이 되

는 경우라면 계통모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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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 of a beneficial failure:  A failure of an instrument in 

such a fashion as to generate a required actuation signal. 

계통운전에 도움되는 고장의 예로서는 요구되는 

작동신호를 발생시키는 계측고장이 있다.    

    

INCLUDE failure modes for components contained in the model, 

consistent with available data and model level of detail, except where 

excluded using the criteria in SY-A14. 

모델에 포함된 기기들의 고장모드는 이용 가능 데이터 및 모

델링 수준 정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포함하라. 단지 SY-

A14에서의 예외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For example (not a comprehensive list): 예를 들면 (전체적인 목록은 아님): 

active component fails to start a) 능동기기 기동고장  

active component fails to continue to run b) 능동기기 연속운전고장 

failure of a closed component to open c) 닫혀있는 기기의 열림고장 

failure of a closed component to remain closed d) 닫혀있는 기기의 닫혀있는 상태 고장  

failure of an open component to close e) 열려있는 기기의 닫힘고장  

failure of an open component to remain open f) 열려있는 기기의 열려있는 상태 고장  

active component spurious operation g) 능동기기의 이상(spurious) 열림 

plugging of an active or passive component h) 능동 또는 피동기기의 막힘(plugging) 

leakage of an active or passive component i) 능동 또는 피동기기의 누설 

rupture of an active or passive component j) 능동 또는 피동기기의 파단(rupture) 

internal leakage of a component k) 기기의 내부 누설  

SY-A13 

internal rupture of a component l) 기기의 내부 파단  

1 보고서 6장 각절의 계통 모

델 가정사항 및 FT 참조. 

전출력 계통분석 보고서 참

조.  모델링의 일관성 측면

에서 일관된 적용 기준이 

미흡한것으로 판단(ASME 

전출력의경우). 정지저출력

은 전출력 계통FT를 근간

으로 수정사용하므로 1등

급.  

  

 

  

  

  

  

  

모델링 기준 재작성 

및 기준의 적용시 일

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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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to provide signal/operate (e.g., instrumentation) m) 신호발생/작동 고장(예: 신호) 

spurious signal/operation n) 이상 신호/작동 

 

pre-initiator human failure events o) 사고전 인적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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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In meeting SY-A12 and SY-A13, contributors to system 

unavailability and unreliability (i.e., components and 

specific failure modes) may be excluded from the model if 

one of the following screening criteria is met: 

(a)A component may be excluded from the system model if 

the total failure probability of the component failure modes 

resulting in the same effect on system operation is at least 

two orders of magnitude lower than the highest failure 

probability of the other components in the same system train 

that results in the same effect on system operation. 

(b)One or more failure modes for a component may be 

excluded from the systems model if the contribution of them 

to the total failure rate or probability is less than 1% of the 

total failure rate or probability for that component, taking 

into account  the same effect on system operation, or 

(c)The screened contributors are position faults for 

components (such as those that occur during or following 

test and maintenance activities) for which the component 

receives an automatic signal to place it in its required state 

and no other position faults exists(e.g., pulled breakers) that 

would 

SY-A12와 SY-A13에 적용되는 것 중, 다음과 같은

선별기준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계통 이용불능도와 비

신뢰도(즉, 기기와 특정 고장모드) 기여 인자들은 제

외할 수 있다. 

a) 계통운전에 같은 영향을 초래하는 기기고장 모드

의 총 실패 확률값이 계통운전에 같은 영향을 초래하

는 같은 계통 계열(train) 내의 다른 기기의 가장 높

은 실패 확률 값보다  적어도 2 승(order) 낮은 경우

라면 해당 기기는 모델에서 제외할 수 있다. 

b) 기기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고장모드는 그 고장

모드가 기기의 전체 고장율 또는 빈도에 미치는 영향

이  기기의 총 고장률 또는 확률 값의 1% 이하라면, 

계통운전에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배제하

거나,  

c)기기의 위치 결함(position faults) (시험이나 정비 활동 

동안 또는 후에 생기는 위치 결함과 같은)은 그 기기가 자

동 신호를 받아 요구된 상태로 있게 되고  그 기기가 신호

를 받지 못하게 하는 다른 위치 결함(예:차단기 뽑아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선별 제거하거나  

d) 기여인자의 누락이 결과에 심각한 영향이 있는지

의 유무에 따라 선별 제거 가능하다 . 

I 보고서 6장 각절의 계통 모

델 가정사항 참조. 공학적 

판단 및 설계 정보에 근거

하여 요건 a), b), c)에 해

당하는 contributor는 선별. 

하지만 매우 rough함. 

T&M후 position fault가 있

다하더라도 요구시 자동작

동신호에 의해 작동되거나 

정상운전시 power rack-

out 기기들은 선별제거  

정성적 판단 기준에의

한 모델링 



 

    118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preclude the component from receiving the signal, or 

(d)It is shown that the omission of the contributor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sults. 

DO NOT SCREEN components or failure modes using 

criteria (a) (b), or (c) if they could fail multiple systems or 

multiple trains of a system. 

만일 기준 a), b), c) 3가지 조건이 다수계통이나 계통

의 다중 계열(train)을 고장 시킨다면 그 기준 3가지

를 사용한 기기나 고장모드는 선별하지 말아라.  

   

SY-A15 In the systems analysis, INCLUDE HFEs that cause the 

system or component to be unavailable when demanded.  

These events are referred to as pre-initiator human events. 

(See also Human Reliability Analysis.) 

계통분석에 계통이나 기기가 요구시 이용 불능을 

초래하는 인간 실패 사건(HFE)을 포함하라.  이 

사건은 사고전 인간사건로써 분류된다.  

이중적인 계산을 피하기 위해, 기기 고장율에 사

용 기기고장데이터 베이스가 사고전 인적오류 확

률계산에 포함된 사건들이 포함되지않음을 점검하

라  

1 계통 또는 기기를 이용불능

케하는 사고전 인적오류는 

부분적으로 파악되있고 파

악된 인적오류는 모델링에 

포함되어 있음 (보고서 7.1

절 참조, 전출력 PSA 사고

전 오류사건을 기준으로 

함) -->I등급 

사고전 인간오류 분석 

개선 

SY-A16 In the system model, INCLUDE HFEs that are expect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or component or that 

are accounted for in the final quantification of accident 

sequences unless they are already included in the 

Accident Sequence Analysis.  These HFEs are referred 

to as post-initiator human actions. 

사고경위분석에 미리 포함되지 않아 사고경위 최

종 정량화에서 고려되는 HFE 또는 계통이나 기기

운전동안 예상되는 HFE들을 계통모델링시 포함하

라.   이러한 HFE를 사고후 인간행위라 칭한다. 

  

II 사고경위분석 과정에 파악

된 사고후 필요 인적오류가

포함되어 있음 (보고서 7.1

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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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also Human Reliability Analysis and Accident 

Sequence Analysis.) 

    

SY-A17 INCLUDE in either the system model or accident 

sequence modeling those conditions that cause the system 

to isolate or trip, or those conditions that once exceeded 

cause the system to fail, or SHOW that their exclusion 

does not to impact the results. 

For example, conditions that isolate or trip a system 

include: 

a) system-related parameters such as a high temperature 

within the system 

b) external parameters used to protect the system from 

other failures (e.g.,[the high reactor pressure vessel 

(RPV) water isolation signal used to prevent water 

intrusion into the turbines of the RCIC and HPCI pumps] 

the low flow trip of a residual heat removal pump of a 

PWR) 

c) adverse environmental conditions. 

계통모델링 또는 사고경위 모델링시 계통을 분리 

또는 트립시키는 조건 또는 계통운전조건 이상에

서의 운전으로 인하여 계통 실패를 초래하는 조건

을 포함하라. 

예를 들면 계통을 격리하거나 트립시키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계통 내 고온(high temperature)과 같은 계통

관련 변수 

b) 계통을 다른 고장(예: BWR의 경우 RCIC나 

HPIC 펌프의 터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RPV격리신호, PWR경

우 RHR펌프의 저유량 트립,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외부변수(external parameter) 

c) 나쁜(adverse) 환경조건 

II 계통의 요구되는 기능관점

에서 기기 이용불능을 야기

하는 고장 미케니즘 뿐만 

아니라 intraction, 외부환경

요소, 등을 설계 정보 및 공

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고려

하고 있으나 충분하지는 않

음 (예: faulted SG 

Isolation, 과충전 문제, 

Rm.cooling 문제 등). 즉 

사안에 따라 떄로는 보수적

으로 때로는 낙관적인 판단

이 이루진 것으로 판단됨. 

LPSD의 경우 보수적인 판

단 부분이 많음 (예) SDC 

pump의 cavitation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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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ystems model, INCLUDE out-of-service 

unavailability for components in the system model, unless 

screened, consistent with the actual practices and history 

of the plant for removing equipment from service 

계통 모델에서,  선별되지 않는 한 기기의 정지

(out-of-service)로 인한 이용불능을, 기기를 이

용 안 할 경우에 대해 발전소에서의 실제 상황과 

이력(history)과 일치하도록 계통모델에 포함하라. 

 INCLUDE: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라: 

a) unavailability caused by testing when a component or system train 

is reconfigured from its required accident mitigating position such 

that the component cannot function as required. 

a) 기기나 계통 계열(train)이 요구된 사고완화 

위치에서 재배열되어 기기가 요구된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는 시험으로 인한 이용불능도  

b) maintenance events at the train level when procedures 

require isolating the entire train for maintenance. 

b) 절차서가 정비를 위해 전 계열(train) 격리를 

요구할 때 이 계열(train) 수준에서의 정비 사건

c) maintenance events at a sub-train level (i.e., between 

tagout boundaries, such as a functional equipment group) 

when directed by procedures. 

c) 절차서에 따라 보조계열(train) 수준에서의 정

비사건(예 : 기능적기기그룹으로서 꼬리표 제거

(tagout) 경계사이)에서의 정비 사건을 고려 

Examples of out-of-service unavailability to be modeled: 모델링 될 정지(out-of-service) 이용불능도의 예:

Train outages during a work window for 

preventive/corrective maintenance 

1) 예방/고장 정비동안의 계열(train) 운전 정지

I 등급 평가. A) active 

comp경우 command test와

H/W test의 연계부분 미고

려. B) & c) sub-train 

level 미고려 (예 : RWT 

격리밸브) 

  

  

  

  

  

  

T&M 영향분석 및 실

제와의 일치성 유지  

A functional equipment group (FEG) removed from 

service for preventive/corrective maintenance 

2) 예방/고장 정비로 인한 사용에서 제거되는 기

능기기그룹 (functional equipment group(FEG))

SY-A18 

A relief valve taken out of service 3) 제거된 방출밸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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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explicitly system conditions that cause a loss of 

desired system function by using realistic functional 

requirements that are supported with engineering 

analysis. 

엔지니어링 분석에 기초한 현실적인 기능 요구조

건 (realistic functional requirement)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계통운전을 방해하는 계통조건들을 명확

하게 모델링 하라.   

For example: excessive heat loads, excessive electrical 

loads, etc. to support continued operation of the system 

for the required mission time that are based on plant-

specific or acceptable generic analyses. 

예를 들면 : 발전소 고유 분석이나 수용 가능한 

일반 분석에 근거해 필요한 임무수행시간 동안 계

통의 연속 운전을 지원하는 과도 열부하, 과도전

기부하 등.  

SY-A19 

If engineering analyses are not available, ASSUME that 

the equipment/system fails with a probability of 1.0 or 

JUSTIFY the assumed failure probability. 

엔지니어링 분석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기 

및 계통 실패확률이 1.0이라고 가정을 하거나, 아

니면 가정한 실패확률을 정당화하라.  

I 이 항목이 적용되는 사항의

예로써 펌프룸이나 스위치

기어 룸 등의  냉각(과도 

열부하)이 있음. 스위치기어

룸 경우 제대로 모델링이 

안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I 

등급으로 평가  

  

  

평가사유 참조 

DO NOT TAKE CREDIT for system or component 

operability beyond rated or design capabilities unless 

justified, based on an appropriate combination of: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당화 되지 않는 한

정격(rated) 능력 또는 설계 능력 이상에서의 계통 

또는 기기의 운전 가능성은 고려하지 말하라. 

a) test or operational data a)       시험 또는 운전 데이터 

b) calculations b)       계산 

c) vendor input c)       기기 제작자(vendor) 자료 

d) expert judgment. d)       전문가 판단 

SY-A20 

JUSTIFY the basis for any credit taken. 운전 가능성을 고려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밝혀라.

II 정격능력 또는 설계능력이

상에서 계통운전 가능성을 

고려한 경우는 없음. 단 1) 

RCP Seal 건전성 문제, (2) 

AAC DG 처리문제- 영광 

5,6 제외), 등이 남아있음. 

(II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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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21 DEVELOP system model nomenc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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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고장모드가 다중계통 또는 다중 계열(train)에

사용될 경우,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모델 변경

(manipulation)을 허용하고 같은 식별자를 나타내

기 위해 계통 모델링 명명법(momenclature)을 

만들어라. 

II 계통의 성공기준에 따라 별

도의 명명법 사용하였음. 

LPSD PSA event 명명법은

별도로 정하여 Full power 

PSA와는 다른 면이 발견

됨.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II 등

급)  

 

SY-A22 In the support-state approach, ASSIGN support states to 

account properly for system dependencies on other 

systems. 

보조상태 방법에선, 다른 계통에 대한 계통 의존

성을 적절히 설명하도록 보조상태를 할당하라   

N/A 이 방법은 Large ET/small 

FT 방법에서 사용하는 것

으로 현 한국에서 사용하는

small ET/large FT 에는 

해당되지 않음  

 

SY-A23 DO NOT MODEL the repair of hardware faults, unless 

the probability of repair is justified through an adequate 

recovery analysis or examination of data.  For example, 

see reference 4.4.4-2. 

기기고장으로 인한 회복(repair) 확률값이 적절한

회복조치분석 또는 데이터 조사에 의해서 정당화 

되지 않는 한 기기고장의 회복은 모델링 하지 말

아라(참고문헌 DA-C14를 참고하라). 

II 소외전원 복구 고려. 기기(MOV)

의 경우 commend fault에대해 

hand wheel에 의한 운전원 회복

조치, re-arrengement를 위한 운

전원 조치사항 들만 회복조치의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H/W repair는 

고려하지 않았음. (II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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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B1 MODEL intra-system common-cause failures when 

supported by generic or plant-specific data, or 

SHOW that they do not impact the results.  

일반 또는 발전소 고유 데이터가 사용되는 경우 계통 

내 공통원인고장을 모델링 하거나, 모델링 안할 경우 

공통원인고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I 1) Functional Dep. : FT에서 처리 (II등

급), 2) 공유 부품 : FT에서 처리, 완벽성 

문제 (I등급), 3) Physical(Spatial) dep. 

(주로 CCF, fire 같은 외부인자): FT로 처

리하나 부족. 예를들면 두개이상의 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sensors이 있으나 상세모

델 없음. 4) human dep.: ASQ에서 dep 

처리하나 기술적 한계 존재. 현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II등급. CCF로 인한 결과의 영향

분석 않함--> 전체 등급은 I+ 등급 

CCF root cause 및 

영향분석 

ESTABLISH common cause failure groups by using a 

logical, systematic process that considers similarity in: 

다음과 같은 사항의 유사성을 고려한 논리적이며 체계

적인 과정을 사용해 공통원인고장 그룹을 설정하라: 

Service conditions a) 써비스 조건 

Environment b) 환경  

Design or manufacturer c) 설계나 제작자 

Maintenance. d) 정비  

SY-B2 

JUSTIFY the basis for the common cause 

component groups 

공통원인고장기기 그룹으로 선정한 근거를 정당화해라  

II CCF 그룹 결정시 언급된 항

목들에 대한 유사성을 고려

하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편의상 설계배열기준에 따른

그룹후 선별 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채택방법

론과 NUREG-5485, 

4728?과의 비교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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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B3 INCORPORATE common cause failures into the 

system model consistent with the common cause 

model used for data analysis (See DA-D6). 

데이터분석에 사용된 공통원인 모델과 일치하도록 계통

모델에 공통원인고장을 포함시켜라(DA-D6참조) 

II CCF 모델은 MGL을 베이스

로 계통 모델시 고려함. 부

분적으로 high redundency 

(4이상) 를 갖는 경우 

system level CCF 또는 베

타펙터를 사용하여 단일 

CCF event로 모델링함. (II 

등급) 

  

ACCOUNT explicitly for the modeled system’s 

dependency on support systems in the modeling 

process.  This may be accomplished by: 

모델링 과정에서 모델링된 계통의 보조계통에 대한 종

속성을 명백히 설명하라. 이는 다음과 같이 해결 가능

하다. 

Fault tree linking a)       고장수목 연결(linking) 

Dependency matrices that are translated into event 

tree structure, event tree logic rules, or conditional 

split fractions 

b)       사건수목 구조, 사건수목 논리규칙, 조건부 

할당 비율(conditional split fractions)로 전환되는 종

속성 매트리스 

SY-B4 

An evaluation that demonstrates that excluding the 

dependenc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system 

model. 

c)       종속성 배제가 계통모델에 심각한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을 보이는 평가  

II 요건해석상 '세가지 부수요

건 모두 사용'의 의미로 해

석함. 전체적으로 II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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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B5 PERFORM engineering analyses of support systems that are plant-

specific and reflect the variability in the conditions present during the 

postulated accidents for which the system is required to function.  

Bounding or generic engineering analyses (i.e., tests, operational 

experience, or calculations) may be used when it is not expected that these 

analyses would interfere with the realistic quantification of CDF or 

[LERF] Early Release. 

발전소 고유의 보조계통에 대한 엔지니어링 분석을 수

행하고 계통 기능이 요구되는 가상 사고 동안에 존재하

는 조건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라.  경계 또는 고유의 엔

지니어링 분석 (예:시험, 운전경험 또는 계산)이 CDF

나 LERF의 실제적인 정량화와 연관성이 없다고 예측

될 때 사용될 수 있다.  

I AS에서 정의된 사고들에 대한 

plant response분석 및 설계검

토 결과를 보조계통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었음. 단, 완전성 

부족 측면과 분석의 보수성 (예:

rm. Cooling, 등) 측면을 고려하

여 I등급으로 결정  

보조계통 모델 개선 

(사고경위상 요구조

건과의 종속성 분석) 

SY-B6 BASE support system modeling on realistic success 

criteria and timing, unless a conservative approach 

can be justified. 

보조계통 모델링은 보수적인 접근 방법 보다 가능한 한

실제적인 성공기준과 임무시간에 근거하라 

I Rm.Cooling (매우 보수적), SWGR 

Rm./Batt. Rm. (낙관적 가정), EER 

Rm. (낙관적 가정), 필수계측제어전

원 고장 배제, control logic 모델 미

흡, RPS/ESFAS 상세모델 미반영, 

등등 --> 종합적으로 I등급  

보조 계통 (성공기준 

및 임무시간) 

SY-B7 IDENTIFY spatial and environmental hazards that 

may impact system operation, and ACCOUNT for 

them in the system fault tree or the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계통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적인 그리고 환경적

인 위해를 파악하고, 고장수목이나 사고경위 평가 시에

그 사항을 설명하라. 

I Spatial & Environmental 

impact는 부분적으로 고려

함. 예로서 외부사건 (fire, 

flood,등)을 제외한 내부사

건에서의 

공간 및 환경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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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mple:  Use results of plant walkdowns as a 

source of information and resolution of issues in the 

evaluation of their impacts. 

예를 들면 : 그 영향 평가 시, 정보원과 문제 해결 방

안으로서 발전소 현장답사 결과를 이용하라. 

  

pipe whip & impingement, high 

temp. & vibration, humidity등

을 들수 있으며 이들을 고려함. 

Rm.Cooling은 Room에 따라 매

우 보수적이거나 낙관적으로 고

려됨 (I 등급) 

 

SY-B8 INCLUDE explicit treatment of containment vent 

effects (BWRs) and containment failure effects on 

system operation in the consideration of possible 

hazards. 

잠재적인 위해를 고려할 경우, 계통운전에 격납건물 배

기영향 (BWR) 및 격납건물 고장 영향의 명백한 처리

를 포함시켜라   

II CTMT 파손에 의한 계통운전에의 

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요건이라 판

단하여 II 등급 (예; sump bulk 

boiling 고려). ** 요건 해석상의 문

제: 요건을 격납건물 파손이나 건

전성 분석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라

면 기본적으로 CTMT 파손확률이

나 vulnerability는 out-of-scope

이므로 등급 하향조정 필요.** 

  

When modeling a system, INCLUDE the support 

systems required for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for a required mission time. 

모델링 시. 임무 수행시간 동안 계통이 성공적으로 운

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조계통을 포함시켜라.  

SY-B9 

Examples: 보조계통 예는 다음과 같다.  

I 기기 작동논리 및 기기제어 논

리에 대한 검토는 수행하였으

나 부품경계 조정 또는 

Simplified FT 모델을 이용하

여 처리됨 (1등급 수준). Rm. 

기기별 작동논리 및 

기기룸 냉각 부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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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actuation logic, a)       작동논리 

support systems required for control of components, b)       기기제어에 요구되는 보조계통  

component motive power, c)       기기 기동전원  

cooling of components d)       기기 냉각 

any other identified support function (e.g., heat 

tracing) necessary to meet the success criteria and 

associated systems.  

성공기준과 관련 계통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파악된 다른 보조기능(예: 열 tracing ) 

 

Exceptions:  The treatment of circular logic may require 

approaches that do not strictly comply with this criterion. 

  

 Cooling을 포함한 기기 냉각

은 room에 따라 보수적 혹

은 낙관적 평가 (1등급 수

준), 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타 사항들은 II 등급 수준

--> 종합적으로 1등급. 

 

 

 

  

  

  

  

  

  

SY-

B10 

INCLUDE support systems required to supply motive power 

for continuous and successful operation of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the success criteria in the system model (e.g., 

AC power to a motor-driven pump). 

최종 ASME 표준에서는 삭제되었음. II     

SY-B11 MODEL those systems that are required for 

initiation and actuation of a system.  In the model 

quantification, INCLUDE the presence of the 

conditions needed for automatic actuation (e.g., low 

vessel water level).  INCLUDE permissive and 

lockout signals that are required to complete 

actuation logic. 

계통의 기동과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계통을 모델링 하

라. 모델 정량화 시 자동 작동(예: low vessel water 

level)에 필요한 조건이 있을 시에는 그 조건을 포함하

라.  작동논리의 완성에 요구되는 허용(permissive)과

잠금(lockout) 신호를 포함하라. 

I (전출력 모델) 울진 3,4 RM 

모델의 경우상세 RPS/ESFAS

모델을 가지나 기기별 

permissive and lockout 

signal, 을 포함한 기기 레벨

의 자동작동 신호 (ARC, 

PCS등) 에 대한 상세  

RPS/ESFAS 상세모

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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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모델 없음. --> 1.5 등급 

수준;    (LPSD PSA) 

RPS/ESFAS 조차 단순모델

적용 --> 1등급 수준. 

SY-

B12 

COMPARE the available inventories of air, power, 

and cooling with those required to support the 

mission time.  TREAT these inventories in the 

model unless a justification is provided. 

임무 수행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공기, 전력 및 냉각수 

등의 양과 가용한 재고량을 비교하라. 정당화되지 않는

다면  모델에서 재고량은 취급되어야 한다.  

II 기본적으로 1) 설계 요건으로 판단, 2) 

사고경위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많음 

(CST refill, LOCA시 누출량과 주입

량, RWT 고갈 시간, Batt. 고갈시간, 

등등) 3) LOIA --> 즉시 Rx. Trip 

되지않아 GTRN으로 분류 (사고 완화

를 위한 안전계통에는 영향 없음). 참

고: 계통모델에서 time-related 모델

링시 24시간 base로 매우 

conservatism은 있음. 종합적으로 II

등급.  

  

SY-B13 DO NOT USE proceduralized recovery actions as 

the sole basis for eliminating a support system from 

the model.  However, INCLUDE these recovery 

actions in the model quantification. 

모델에서 보조계통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로서 

절차화된 회복 행위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나 모델 

정량화 시에는 이러한 회복 행위를 포함하라.  

II 절차화된 회복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보조계통을 제거하지 

않았음. 오히려, RWT refill 과

DWST 연결관련 모델, SCS 

배기 관련 모델 (이경우 절차

화된 회복조치사항있으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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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전원 오류 사건을 모델에 포

함하여 정량화시 고려함), 

등등  --> II등급.   

SY-

B14 

Some systems use components and equipment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on of other systems.  INCLUDE 

components that may otherwise be screened from a system 

model, if their failure affects more than one system (e.g., a 

common suction pipe feeding two separate systems). 

어떤 계통은 다른 계통운전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를 

사용한다.  이러한 기기의 실패로 인해 1개 계통 이상

이 영향을 받는다면 모델에 기기를 모델링 하여야 한

다. (예: 두개의 상이한 계통에 공급하는 공통 흡입 배

관) 

II 기기 실패로 2개 이상의 계

통에 영향주는 기기는 모델

링 반영 판단  (보고서 6장 

각절)  

  

IDENTIFY SSCs that may be required to operate in 

conditions beyond their environmental qualifications.  

INCLUDE dependent failures of multiple SSCs that result 

from operation in these adverse conditions. 

SSC의 환경 운전조건 이상에서 운전이 요구될 수 있

는 SSC를 파악하라.  안 좋은(adverse) 조건의 운전

시 발생되는 다중 SSC의 종속성 고장(dependent 

failure)을 포함하라.  

Examples of degraded environments include: 악화된 환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LOCA inside containment with failure of 

containment heat removal, 

a) 격납건물 열제거 실패 후 격납건물 내에서의 냉각

수상실사고 

[Safety Relief Valve operability (small LOCA, 

drywell spray, severe accident) (for BWR)] 

b) 안전방출밸브 운전가능성(small LOCA, drywell 

spray, severe accident) (for BWRs) [삭제] 

SY-B15 

[Steamline breaks outside containment] c) 격납건물 외부에서의 증기배관 파단 [삭제] 

I SY-A20 참조. (보고서 6장

각절).  대부분  분석에 반

영하여 모델링 되거나  논의

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NPSH, Steam binding 문제

HPSI, AFWS TDP등 check 

필요하다. 

평가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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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Debris that could plug screens/filters (both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plant), 

d) 스크린 또는 필터의 막힘을 초래하는 노심파편물

(debris)(발전소 내.외부) 

heating of the water supply (e.g., BWR suppression 

pool, PWR containment sump) that could affect 

pump operability 

e) 펌프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급수(water 

supply) 가열(heating) (가압경수로의 경우 격납건물 

집수조) 

Loss of NPSH for pumps f) 펌프의 흡입수두(NPSH) 손실 

 

Steam binding of pumps. g) 펌프의 증기결합(steam binding) 

   

SY-

B16 

INCLUDE operator interface dependencies across 

systems or trains, where applicable. 

가능하다면 계통간 또는 계열(train)간 운전원 연계 종

속성을 포함하라.  

II 운전원 관련 모델링은 계통

이나 계열간 연계 사항 모두

를 고려하여 반영했다고 판

단. (보고서 6장 각절, 및 

7.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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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DOCUMENT the shutdown system model used in the 

PRA system functions and boundary, the associated 

success criteria, the modeled components and failure 

modes including human actions, and a description of 

modeled dependencies including support system and 

common cause failures. 

PRA 계통 기능 및 경계에 사용된 정지계통모

델, 관련 성공기준, 모델링된 기기들과 인간행

위를 포함한 고장모드, 그리고 보조계통 및 공

통원인고장을 포함한 모델의 종속성 등을 문서

화 하라. 

종합적으로 I 등급   

This documentation typically includes: 문서화는 정형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 system function and operation under normal and 

emergency operations 

a) 정상 및 비상 운전시 계통 기능 및 운전 III등급 수준   

- system model boundary b) 계통 모델 경계 III등급 수준   

- system schematic illustrating all equipment and 

components necessary for system operation 

c) 계통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 및 기기를 나

타내는 계통도 

III등급 수준   

- information and calculations to support equipment 

operability considerations and assumptions 

d) 기기 운전 가능성 고려 및 가정사항에 근거

가 되는 정보 및 계산 

II등급 수준 (5장, 6장)   

- actual operational history indicating any past 

problems in the system operation 

e) 계통 운전에 있어서 지난 문제를 알려주는 

실제적인 운전상의 경험 기록 

I 등급  (유사원전 정보, 정보

수집 및 정리) 

  

- system shutdown success criteria and relationship to 

shutdown accident sequence models 

f) 계통 정지 성공기준 및 정지저출력 사고경위

모델과의 관계 

II 등급 (4장 & 6장 각절)   

SY-C1 

- human actions necessary for operation of system g) 계통운전에 필요한 인간 행위 

I 

II 등급 (4장 & 6장 각절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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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 reference to system-related test and maintenance 

procedures 

h) 계통 관련 시험 및 정비 절차 참고문헌  I 등급  (유사원전 정보) (확

인 필요) 

  

- system dependencies and shared component interface i) 계통 종속성 및 공유기기의 연계 1등급 (보다 구체적 정보 기술 필요)   

- component spatial information j) 기기의 공간 정보 (spatial information) 1 등급 (보다 구체적 정보 기술 필요)   

- assumptions or simplifications made in development 

of the system models 

k) 계통 모델 구축에서 만들어진 가정사항 또

는 단순화 

II 등급   

- a list of all components and failure modes included in 

the model, along with justification for any exclusion of 

components and failure modes 

l) 제외된 기기 및 고장모드에 대한 근거를 포

함하여 모델에 포함된 모든 기기 및 고장모드 

목록  

I 등급    

- a description of the modularization process (if used) m) (사용시) 모듈화(Modularization) 과정에 

대한 설명 

Not Uesd   

- records of resolution of logic loops developed during 

fault tree linking (if used) 

n) (사용시) 고장수목 연결동안 구축된 논리루

프( logical loop) 해결 방안에 대한 기록 

Not Uesd (코드에 의한 자동

처리) 

  

- results of the system model evaluations o) 계통 모델의 평가 결과 I 수준   

- results of sensitivity studies (if used) p) (사용시) 민감도 분석 결과 I 수준   

 

- the sources of the above information, (e.g., 

completed checklist from walkdowns, notes from 

discussions with plant staffs 

q) 상기 정보의 근거 (예: 발전소 현장답사로 

부터의 체크리스트, 발전소 직원과의 토의 기록

등) 

 

I 수준   



 

    133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SY-C2 DOCUMENT basic events in the system fault trees so 

that they are traceable to modules and to cutsets. 

모듈이나 단절집합 수준까지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계통고장수목 내의 기본사건을 문서화

하라. 

I 계통 FT별 사건 목록 및 설

명 부재 (1등급) 

  

SY-C3 DOCUMENT the nomenclature used in the system 

models. 

계통모델에 사용되는 명명법 및 용어, 약어 등

을 문서화하라. 

II 전출력 PSA 명명법 이용. 추

가로 LPSD PSA 모델을 위한

명명법 작성/적용 (보고서 부

록 IV 참조). 단, 둘간의 일관

성 유지가 필요. (II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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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6. 인간신뢰도분석(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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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requirements for Human Reliability Analysis 

인간신뢰도 분석에 대한 상위수준 요건 사항 

A A systematic process shall be used to identify those specific routine activities, which, if not completed correctly, may impact the availability of equipment necessary 

to perform system function modeling in the PRA.  

만일 올바르게 완성되지않는다면 PSA에 모델된 계통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기의 이용불능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직무의 파악에 체계적인 절차가 사용되어야 한다. 

 

B Screening of activities that need not be addressed explicitly in the model shall be based on an assessment of how plant-specific operational practices limit the 

likelihood of errors in such activities.   

모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없는 직무 행위에 대한 선별 작업은 해당 발전소의 운전 방식이 어떻게 그런 직무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C For each activity that is not screened, an appropriate human failure event (HFE) shall be defined to characterize the impact of the failure as an unavailability of a 

component, system, or function modeled in the PRA.  

선별되지 않은 개별 행위는 적절한 인간실패사건(HFE)으로 정의되어 PSA 모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가 기기, 계통 또는 안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D The assessment of the probabilities of the pre-initiator human failure events shall be performed by using a systematic process that addresses the plant-specific and 

activity-specific influences on human performance 

Pre-initiator HFE의 평가는 인적수행도에 미치는 발전소 특성과 직무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E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levant procedures shall be used to identify the set of operator responses required for each of the accident sequences  

각 사고경위에서 관련된 운전원 대응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절차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F Human failure events shall be defined that represent the impact of not properly performing the required responses, consistent with the structure and level of detail of the accident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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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반응행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HFEs는 사고경위의 구조 및 상세 수준과 일관성 있게 정의되어야 한다. 

 

G The assessment of the probabilities of the post-initiator HFEs shall be performed using a well defined and self-consistent process that addresses the plant-specific 

and scenario-specific influences on human performance, and addresses potential dependencies between human failure events in the same accident sequence.  

Post-initiator HEFs의 정량 평가는 well-designed and self-consistent process 를 사용해서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발전소 및 시

나리오 특정 영향인자를 고려해야 하고, 동일 사고경위 상에 있는 HFEs 간의 잠재적인 의존성을 고려한다 

 

H Recovery actions (at the cutset or scenario level) shall be modeled only if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action is plausible and feasible for those scenarios to 

which they are applied.  Estimates of probabilities of failure shall address dependency on prior human failures in the scenario 

Recovery actions은 (cutset 혹은 시나리오 수준에서의) 그 행위가 해당 시나리오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모델되어야 한다. 오류확

률의 추정은 시나리오 상의 이전 인적오류 사건과의 종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I The HRA shall be documented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PRA applications, upgrades and peer review by describing the processes that were used, and providing 

details of the assumptions made and their bases.  

HRA는 분석 과정을 기술하고 가정 사항과 그 근거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PSA 응용, 개정 및 독립검토에 적합한 형태로 문서화 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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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A1 For equipment modeled in the PRA, IDENTIFY, 

through a review of procedures and practices, those test 

and maintenance activities that require realignment of 

equipment outside its normal operational or standby 

status. 

PSA에 모델된 기기는 절차서나 운전 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정상적인 운전이나 대기 상

태의 변경을 초래하는 보수나 시험 직무를 

파악한다. 

I  주요 안전기기의 운전이나 대기 

상태의 변경을 초래하는 보수직무

를 파악했지만 시험직무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 

 

HR-A2 IDENTIFY, through a review of procedures and 

practices, those calibration activities that if performed 

incorrectly can have an adverse impact on the 

automatic initiation of standby safety equipment or on 

the warning to operators of the need for manual 

actuation. 

절차서나 운전 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만일 

잘못하면 대기 상태인 안전기기의 자동 작동 

또는 운전원의 수동작동이 필요하다는 경고

에 악영향(adverse effect)을 초래할 수 있

는 계기교정 직무를 파악한다.  

<I 현 PSA 모델이 단순한 I&C 모델 

근거.  I&C 모델에서 운전원의 수

동작동이 필요하다는 경고에 악영

향(adverse effect)을 초래할 수 

있는 지시계나 경보장치에 대한 교

정오류는 고려하지 못했음. 

 

HR-A3 IDENTIFY those work practices that could introduce a 

mechanism which simultaneously affects equipment in 

either different trains of a redundant system or diverse 

systems (e.g., use of common calibration equipment by 

the same crew on the same shift, a maintenance or test 

activity that requires realignment of an entire system 

(e.g., SLCS)). 

중복계통이나 다중계통의 다른 트레인의 기

기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나 직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I 안전기기(펌프, 밸브 등) 관련 직무

에 동시 영향을 주는 직무는 확인

함.  - 현 PSA 모델이 단순한 

I&C 모델 근거. 일반적으로 계기 

시험 및 교정 직무 분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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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gnment can be effected from the control room, or 재배열은 제어실 또는 기기상태에서 

영향받을 수 있다. 

equipment status   

ESTABLISH rules for screening individual activities 

from further consideration. 

개별 행위를 선별하는 규칙을 마련한

다.  

For Example:  Screen maintenance and test activities 

from further consideration only if: 

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보수 및

시험 오류를 선별한다. 

equipment is automatically re-aligned on system 

demand, or 

a)       기기가 계통 요구에 따라 자동

적으로 재 배열되는 경우 

following maintenance activities, a post-maintenance 

functional test is performed that reveals 

misalignment, or 

b)       보수작업 후 잘못된 배열을 밝

혀줄 수 있는 기능점검 test가 수행되

는 경우   

HR-B1 

equipment position is indicated in the control room, 

status is routinely checked, and is required to be 

checked frequently (i.e., at least once a shift 

c)       기기 위치나 상태가 제어실에 

표시되고, 상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

며, 배열변경이 제어실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 기기 상태가 자주(적어도 교

대주기에 1번) 점검되는 경우 

I 개별 기기에 대한 모든 일상 직무

파악 미흡. 과정 및 결과 정리되

지 못함.  

 

HR-B2 DO NOT screen activities that, could simultaneously 

have an impact on multiple trains of a redundant 

system or diverse systems. 

중복이나 다중계통의 여러 트레인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선

별할 수 없다. 

I HRA-A3 내용과 연계 - 해당 

행위 파악 및 선별 분석에 대한 

설명 누락/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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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C1 DEFINE HFEs at a level of detail consistent with that 

of the system and accident sequence models. 

계통과 사고경위 모델과 일관성 있는 상

세 수준으로 HFE를 정의해야 한다. 

I SD 운전시 시험/정비/교정 관련 

오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에

인적오류 파악과 정의가 적절히 

되있지않다고 판단  

 

For each unscreened activity, INCLUDE those modes 

of unavailability that, following completion of each 

unscreened activity, result from failure to restore: 

선별 제외되지 않은 각 행위에 대해, 다

음과 같은 조치에 대하여 원위치 실패로

야기되는 이용불능 모드를 포함해야 한

다.   

equipment to the desired standby or operational status a) 기기를 원하는 대기나 운전 상태로 

원위치  

initiation signal or set point for equipment start-up or 

realignment 

b) 기기의 기동이나 재배열을 위한 초기

신호 또는 설정치로 원위치 

HR-C2 

automatic realignment or power c) 자동 재배열 또는 전원공급 원위치 

<I SD 운전시 시험/정비/교정 관련 

오류의 파악과 선별 등의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음. HR-G1의 주석

에서 언급한 행정실무에 대한 평

가 및 문서화가 안되어 있음  
 

HR-C3 INCLUDE the impact of miscalibration as a mode of 

failure of initiation of standby systems. 

대기 계통의 기동 실패 모드로서 교정오

류의 영향을 포함한다. 

<I -대기계통의 경우 ESFAS/RPS 

등을 제외하고 교정오류 거의 모

델링이 안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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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1 ESTIMATE the probabilities of human failure events 

using a systematic process.  Acceptable methods 

include THERP(1) and ASEP(2). 

체계적인 절차를 사용해서 HEP를 추정한

다. 만족할만한 방법에는 THERP와 

ASEP이 포함된다. 

I THERP 적용 

 

HR-D2 USE detailed assessments in the quantification of pre-

initiator HEPs for dominant system contributors.  

Screening values may be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the pre-initiator HEPs for systems that do not appear in 

the dominant sequences.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통에 대한 pre-

initiator의 HEP는 상세 평가를 한다. 중

요한 사고경위에 나타나지 않는 계통의 

pre-initiator의 HEP 계산에는 screening 

value를 사용할 수 있다. 

I 특정 행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히 사용. - 분석 수준은 단

순 screening 분석 보다는 상

세한 분석 결과 사용 

 

For each detailed human error probability assessment, 

INCLUDE in the evaluation process the following 

plant-specific relevant information: 

HEP 상세 평가에는, 평가과정에 다음과 

같은 발전소 특정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the quality of written procedures (for performing tasks) 

and administrative controls (for independent review) , 

and 

a)       문서화된 절차서(for performing 

tasks)와 관리체계(for independent 

review)의 수준(quality) 

HR-D3 

the quality of the human-machine interface, including 

both the equipment configuration, an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layout. 

b)       계통 배치도(equipment 

configuration), I&C 배치(layout) 등을 

포함한 MMI 수준(quality) 

I - 일반적인 운전원 직무 조직

및 관리 수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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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aking into account self-recovery or recovery 

from other crew members in estimating HEPs for 

specific HFEs, USE pre-initiator recovery factors 

consistent with selected methodology. If  recovery of 

pre-initiator errors is credited: 

특정 HFE의 HEP 추정에 있어서, self-

recovery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한 

recovery를 고려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과 

일관성 있는 pre-initiator recovery 

factor를 사용한다.  만일 pre-initiator 

errors에 recovery를 고려한다면, 

ESTABLISH the maximum credit that can be given for 

multiple recovery opportunities, and 

a) 다수의 recovery를 제한하는 최대치를 

만든다.  

US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assess the potential 

for recovery of pre-initiator: 

b) pre-initiator의 recovery 가능성을 평

가하는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사용한다. 

post-maintenance or post-calibration tests required and 

performed by procedure 

1) 절차서에서 요구하는 post-

maintenance 또는 post-calibration 

independent verification, using a written check-off list, 

which verify component status following 

maintenance/testing 

2) 문서화된 점검표를 사용하여 보수/시험 

후 기기상태를 독립적으로 확인 

original performer, using a written check-off list, 

makes a separate check of component status at a later 

time 

3) 작업자가 나중에 문서화된 점검표를 사

용하여 보수/시험 후 기기상태를 다시 확

인 

HR-D4 

work shift or daily checks of component status, using a 

written check-off list 

4)  문서화된 점검표를 사용하여 기기상태

를 교대조 혹은 매일 점검 

I pre-initiator HEP 평가시 감

독자에 의한 recovery 고려. 

- 일반적인 조직 관리 수준 

가정(현장 확인 제대로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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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5 ASSESS the joint probability of those HFEs identified 

as having some degree of dependency (i.e., having 

some common elements in their causes, such as 

performed by the same crew in the same time-frame) 

상호 의존성을 갖는 HFEs의 joint 

probability를 평가한다. (i.e., 같은 시간대

에 동일 작업자에 의해 수행된 것 같이, 

오류 원인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I - pre-initiator HEP는 상호 

종속성 고려 못함 
 

HR-D6 PROVIDE an assessment of the uncertainty in the 

HEPs. USE mean values when providing point 

estimates of HEPs 

HEPs의 불확실성 분석을 제공한다. HEPs

로 점추정치를 사용할 경우, 평균을 사용

한다.  

I - HEP 값 범위별 EF 가정. 

- HEP는 평균값 사용  

HR-D7 CHECK the reasonableness of the HEPs in light of the 

plant’s history, procedures, operational practices, and 

experience.  Operating experience may be used to 

support quantification of impact that test, maintenance 

and calibration activities have on overall system 

unavailability. 

발전소의 운전이력, 절차서, 운전상의 특성 

및 경험에 비추어 HEPs가 적절한지 점검

한다. 전체 계통 이용불능도에 영향을 주

는 시험, 보수 및 교정 작업의 정량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운전경험을 사용할 수 있

다. 

I 발전소의 운전경험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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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identifying the key human response actions: 주요 대응 행위를 파악할 때에는 

REVIEW the plant-specific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 and other relevant procedures (e.g., AOPs, 

annunciator response procedures) in the context of the 

accident scenarios, and 

  (a)  해당 발전소의 비상운전절차서와 

기타 해당 사고시나리오와 관련된 절차

서(즉 AOPs, 경보대응절차서 등)를 검

토한다.   

HR-E1 

REVIEW system operation such that an understanding of 

how the system(s) functions and the human interfaces with 

the system is obtained. 

  (b)  어떻게 계통이 기능하며 인간이 어떻

게 계통과의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시스템 운전을 검토한다.  

I  EOP, AOP, 종합 운전절차서 

등 분석 수행 

 

INCLUDE : 다음을 포함한다. 

(a) those actions required to initiate (for those systems not 

automatically initiated), operate, control, isolate, or terminate 

those systems and components used in preventing or 

mitigating core damage as defined by the success criteria 

(e.g., operator initiates RHR);, and 

  (a) 노심손상을 방지하고 완화하는데 

필요한 계통이나 기기의 기동(자동기동

하지 않는 계통의), 운전, 조절, 차단 및 

정지에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 (I.e., 

운전원이 RHR을 기동한다) 

HR-E2 

(b)those actions performed by the control room staff either in 

response to procedural direction or as skill-of-the-craft to recover a 

failed function, system or component that is used in the performance 

of a response action in dominant sequences (e. g., manual  start of a 

standby pump following failure of auto-start). 

  (b) 주요 사고경위의 대응조치에 사용되는 

고장난 기능, 계통 및 기기의 복구를 위해 절

차서에 지시되거나 경험적으로 제어실 운전원

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 (e.g., 자동기동 실패 

한 대기펌프를 수동 기동) 

I - 안전관련 기기의 조작 및 

수동 복구 조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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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3 TALK-THROUGH (i.e., review in detail) with plant 

operations and training personnel the procedures and 

sequence of events to confirm that interpretation of the 

procedures is consistent with plant observations and training 

procedures. 

절차서 해석이 발전소 관찰 정보 및 훈

련 절차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절차서 및 시나리오에 대하여 운전 

및 훈련 강사와 TALK-THROUGH (즉 

상세수준의 검토) 한다.  

<I 거의 검토 못함  

 

HR-E4 USE simulator observations or talk-throughs with operators 

to confirm response models for dominant scenarios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 모델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뮬레이터 관찰이나 운전원과의 

TALK-THROUGH를 이용한다.  

I 제한적인 talk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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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F1 Define a set of Human Failure Events (HFEs) as 

unavailabilities of functions, systems or components as 

appropriate to the level of detail in the accident sequence 

and system models.  Failures to correctly perform several 

responses may be grouped into one HFE if the impact of 

the failures is similar or can be conservatively bounded. 

기능, 계통 혹은 기기의 이용불능을 초래하

는 일련의 HFEs는 사고경위 및 계통 모델

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정의한다. 몇 가지 반

응 조치의 실패는, 만일 그 실패의 영향이

유사하거나 보수적 관점에서 묶일 수 있다

면, 하나의 HFE로 정의할 수 있다. 

I  현 PSA 수준으로 모델 

(만족) 

HR-F2 COMPLETE THE DEFINITION of  the HFEs by 

specifying: 

Accident sequence specific timing of cues, and time 

window for successful completion, and  Accident 

sequence specific procedural guidance (e. g., AOPs, and 

EOPs), and 

The availability of cues and other indications for detection 

and evaluation errors, and 

The specific high level tasks (e.g., train level) required to 

achieve the goal of the response.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시함으로써 HFE의 정
의를 분명히 한다. a)   해당 사고경위의 특
징적인 cues의 시간 정보, 성공적인 종료를
위한 time window b)       해당 사고경위에
대한 절차화된 지침 (e.g., AOPs, EOPs)  

c)   오류를 감지하고 평가를 위해 필요한

cues 및 다른 표시의 가용성 

I  HRA 수행을 위한 

worksheet 작성 (직무

분석 수행). 분석 범위에 

미흡한 부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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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detailed analyses for the estimation 

of the HEPs of the HFEs included in the model. 

모델에 포함된 HFEs의 HEP 추정을 위해 상

세 분석을 수행한다.  

I 

Same as ASME Standard, however most methods require 

adaptation to handle the special LP&SD considerations 

tabulated below.  While many existing methods can be 

adapted to address such events, none of the traditional first-

generation methods force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and 

many have no existing guidelines for their resolution.  

Second-generation methods, such as ATHEANA, 

MERMOS, CREAM and others, are structured to consider 

these and other aspects of context.  The cause-based 

decision tree approach directly addresses many of them. 

ASME Standard와 동일.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들은 아

래 표에 있는 LP&SD의 특별 조건을 다루기위해 개정

을 필요로 함. 현존하는 많은 방법들이 표에 있는 사건

들을 다룰 수 있지만, 기존 1세대 방법(THERP, HCR 

등의 방법) 어는 것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없고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ATHENA, MERMOS, 

CREAM 등과 같은 2세대 방법들이 표의 사항들과 다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원인기반

결정수목 방법이 표의 많은 부분을 다룰수 있다. 

 

Most detection and nearly all action is manual 

(especially in PWRs)  

대부분의 탐지와 모든 행위는 수동이다(특히 

PWR) 

HR-G1 

Many initiating events are so-called errors of 

commission; when few events are available, 

quantification must rely on Bayesian analysis 

and expert judgment 

많은 초기사건들은 소위 error of 

commission이다. 정량화는 베이지안 방법과 

전문가 의견에 반듯이 의존해야 한다. 

 

기 사용된 HRA 방법이 1세대 방

법이기에 주석의 표에 언급한 사

항을 일부분만 반영. 새로운 

HRA 방법을 바꾸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II등급 만족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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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ce among human actions must be 

considered, including process activities (moving from 

POS to POS), maintenance activities, operator-

induced initiating events, operational response 

actions, and recovery actions  

인간행위 사이의 의존성이 POS 사이의 전이

활동, 정비활동, 운전원유발 초기사건, 운전원 

반응행위, 회복행위를 포함해 반듯이 고려되

어야 한다.  

Several non-independent performance shaping 

factors can be involved 

여러가지 비 독립적인 수행특성인자가 관련

될 수 잇다. 

Impacts of instrument failures and control system failures on 

operator performance can be very significant 

운전원 성능에 대해 계측고장과 제어계통고

장의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Highly variable time frames for detection and action 

from minutes to hours to days and weeks (for similar 

IEs at various times/conditions in the outage) 

탐지와 행위에 주어지는 시간이 수분에서 수

시간, 수일, 수주일(유사 초기사건에 대해 )

  

Data imbedded in some HRA methods include 

unstated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plant 

conditions, validity of situation model, extent 

of EOP (detail, applicability), extent of 

training, availability of automatic detection  

어떤 HRA 방법에 포함된 데이터는 발전소 

조건, 상황모델의 타당성, EOP의 상세정도와 

적용정도, 훈련정도, 자동탐지의 이용정도에 

대해 언급하지않은 가정사항을 포함한다.  

 

Changing configuration (POS and 

maintenance) mean that operators are less 

secure in their situation model 

배열변화(POS와 정비)는 운전원이  상황모

델에 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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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eldom-used procedures are carried out 잘 안쓰이는 많은 절차서가 수행된다. 

EOPs are less thoroughly tested and exercised; 

they can be less applicable to specific 

POS/Maintenance Configuration conditions 

EOP는 더 적게 철저히 시험되고 연습된다. 

즉, EOP는 특정 POS와 정비 조건에 더 적게 

적용될 수 있다.  

   

Pre-initiators can cause problems with 

restoration 

사고전 인간행위가 회복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ASME standard ignored all things that will 

have post-maint/restoration test, but because of 

delay in testing during LP&SD conditions, they 

could be unavailable following maintenance.  

Therefore, evaluate and document 

administrative practice 

ASME standard는 정비/회복 후 시험을 시

행하는 기기들을 무시했지만LP&SD 동안 시

험이 지연되기 때문에 기기들이 정비후 이용

불능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실무를 평가하고 

문서화하라.  

  

 

HR-G2 USE an approach to estimation of HEPs that 

addresses failure in cognition as well as failure 

to execute 

HEPs 추정을 위해서 수행단계의 실패는 물

론 인지과정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

을 사용한다.  

I THERP HRA 방법 적용 (인지오

류, 수행오류) 구분해서 분석. 하

지만 HR-G1의 언급 사항 모두

를 제대로 반영 못했기에 I등급 

평가  

 

HR-G3 When estimating HEPs EVALUATE the 

impact of the following  plant-specific and 

scenario- specific performance shaping factors:

HEPs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해당 발전

소 및 시나리오 특성이 반영된 PSFs 영향을 

평가한다.  

I 관련 정보 수집하여 반영. - 부분

적으로 미흡 (II & III 기준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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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type (classroom or simulator) and 

frequency) of the operator  training or experience

a)       운전원 훈련 및 경험(강의실인지 시뮬

레이터인지 여부와 훈련 빈도)의 수준  

quality of the written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controls 

b)       문서화된 절차서와 행정관리의 수준 

availability of instrumentation needed to take 

corrective actions 

c)       시정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계기의 가

용성 

degree of clarity of the cues/indications d)       cues/indications의 명확성 

human-machine interface e)       human-machine interface 

Time Available and Time Required f)        직무 여유시간과 수행시간 

complexity of the required response g)       필요한 반응조치의 복잡성 

environment (e.g., lighting, heat, radiation) 

under which the operator  is working 

h)       작업자의 작업 환경(e.g., 빛, 열, 방사

능) 

accessibility of the equipment requiring manipulation i)         조작에 필요한 장치의 접근성 

 

necessity, adequacy, and availability of special 

tools, parts, clothing,  etc. 

j)         특별한 장비, 부품, 의복의 필요성, 적

절성, 접근성 등  

   

HR-G4 BASE the time available to complete actions on plant-

specific thermal/hydraulic analysis, or simulations.  

SPECIFY the point in time at which operators are 

expected to receive relevant indications. 

직무 여유시간은 해당 원전의 T/H 분석 결과 

혹은 시뮬레이션에 근거한다. 운전원이 적절

한 정보나 지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

점을 명시한다.  

I 주요 사고경위의 경우 열수력 분

석 수행. 정보나 지시를 받을 것

으로 예상되는 시점 명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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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G5 BASE the required time for HFEs in dominant 

scenarios on actual time measurements in 

either walkthroughs or  talk-throughs of the 

procedures or simulator observations. 

주요 시나리오에 모델된 직무의 수행시간은 

walk-through나 절차에 대한 talk-

through, 또는 시뮬레이터 관찰로 실제 측정

한 시간을 근거로 한다.  

I 주요 HFEs에 대한 수행시간 정

보를 설문조사 또는 시뮬레이터 

자료 사용. - 제한적으로 적용. 

보다 확대할 필요 있음 

 

HR-G6 CHECK the consistency of the post-initiator 

HEP quantifications.  REVIEW the HFEs and 

their final HEPs relative to each other to check 

their reasonableness given the scenario context, 

plant history, procedures, operational practices 

and experience. 

post-initiator HEP 정량분석의 일관성을 점

검한다. HFEs와 최종 HEPs가 주어진 시나

리오 상황, 운전이력, 실제 운전 관습 및 경

험에 비추어 합당한지 다른 것과 상호 비교

하며 검토한다.  

I 정량화된 HEP간 상호비교, 분석

시 포함됨 

 

For multiple human actions in the same 

accident sequence or cut set, ASSESS the 

degree of dependence.  ACCOUNT for the 

influence of success or failure in preceding 

human actions and system performance on the 

human event under consideration including:  

동일 사고경위나 MCS에 있는 다수의 인적행

위에 대하여 의존성 정도를 평가한다. 이전 

인적행위나 계통의 성공/실패가 해당 인간오

류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

여 분석한다. 

HR-G7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all actions in 

relation to the time available to perform the 

actions  

a)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데 가용한 여유시간

과 관련해서 모든 행위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 

I 종속성 분석시 운전원과의 면담 

등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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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s that could lead to dependence (e.g., 

common instrumentation, common procedures, 

increased stress, etc.) 

b)  종속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 (e.g., 

공동 사용하는 계기 및 절차서, 스트레스 증

가 등)  

   

HR-G8 DEFINE and JUSTIFY the minimum 

probability to be used for the joint probability 

of multiple human errors occurring in a given 

cutset. 

(만일 어떤 의존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

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 수행인자간, 관리, 

HFEs간 의존성 고려안해서 cusets이 부적절

하게 truncate되지 않도록)하나의 MCS에 존

재하는 다수의 인적오류에 대한 joint 확률을 

위해 사용하는 최소 확률값을 정의(define)

하고 정당화(justify)한다. 

<1 MCS 차원에서 joint 확률의 최소

값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았

음. ASQ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  

 

HR-G9 Characterize the uncertainty in the estimates of 

the HEPs, and PROVIDE mean values for use 

in the quantification of the PRA results 

HEPs 추정에 있어 불확실한 정도를 나타내

고, PSA 정량분석을 위하여 평균값을 제공한

다. 

I HEPs 범위에 따른 EF 가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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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H1 INCLUDE human recovery actions that can 

restore the functions, systems, or components 

contributing to the dominant sequences. 

주요 시나리오에 영향을 주는 기능, 계통 또는 기기를 

복구할 수 있는 recovery actions을 포함한다.   

I 주요 시나리오(MCS 분석하

여 대상 선정) 대한 회복조

치 고려. - H/W가 아닌 

actuation part에 대한 

recovery 고려  

 

CREDIT operator recovery actions only if, on a 

plant-specific basis: 

운전원의 recovery actions은 다음과 같은 해당 발전

소의 기술 근거를 갖는 경우에 한해 모델한다.  

a procedure is available and operator training has 

included the action as part of crew's training, or 

justification for the omission for one or both is 

provided 

a)       절차서가 제공되고 해당 직무에 대한 운전원 훈

련이 이루어지며, 혹은 하나나 둘 모두 없는 경우에 대

한 적절한 근거가 제시된다. 

HR-H2 

“cues” (e.g., alarms) that alert the operator to the 

recovery action  provided procedure, training, 

or skill of the craft exist 

b)       절차서와 훈련, 또는 작업기술이 있는 recovery 

action을 운전원에게 알려주는 cues (e.g., alarm)가 있

다.  

I 정지/저출력 만의 회복행위

는 충분한 근거 부족(운전원

면담, 절차서 근거 등). 보강

필요  

 

HR-H3 ASSESS and ACCOUNT for any dependency 

between the HFE for recovery and any other 

HFEs in the sequence, scenario or cutset to 

which the recovery is applied. 

recovery되는 HFE와 recovery가 적용되는 사고경위

나 MCS에 있는 다른 HFEs 사이의 의존성을 처리한

다. 

I 의존성은 처리했지만 명시적

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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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the HRA in enough detail to reproduce 

results and permit reviewers to understand limitations 

imposed by the models, assumptions, and data,  

including  the following: 

HRA는 결과를 재생산하고 검토자가 모델, 가정 및 데

이터 상의 한계점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상세

하게 문서화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

된다. 

 

HRA methodology and process used to identify 

pre- and post-initiator HEPs 

a)       pre- and post-initiator HFEs 파악에 사용된 

HRA 방법과 절차 
 

Generic and plant specific assumptions that were 

made in the HRA, including: 

b)       HRA에 사용된 일반적 그리고 해당 발전소 특정

의 가정 사항 
 

the bases for the assumptions 1)       가정의 근거  

their impact on the CDF and LERF results 2)       가정이 CDF 및 LERF에 미치는 영향  

Factors used in the quantification of the human action,  

how they were derived (their bases), and how they were 

incorporated into the quantification process 

c)       인적행위의 정량분석에 사용된 인자(factors)와 

어떻게 그것들이 도출 되었는지(bases), 어떻게 그것들

이 정량화 과정에 포함되었는지 

 

•Source(s) of data used to quantify human 

actions, including: 

d)       인적행위의 정량분석에 사용된 data source(s). 

다음과 같은 것 포함.  

screening values and their bases 1)       선별값(screening value)과 그 근거 

 

best estimates with uncertainties and their bases 2)       불확실성 정보 및 근거를 포함한 최적 추정치

(best estimates) 
 

HR-I1 

the method and treatment of dependencies for post-initiator actions 3)       post-initiator 행위에 대한 의존성 처리 방법 

I - 부분적으로 상세 문서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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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re- and post-initiator human actions 

evaluated by model, system, initiating event and 

function 

4)       모델, 계통 및 초기사건과 기능에 의해 평가되는

모든 pre- and post-initiator 인적행위  

 

all HEPs for each post-initiator human action 

and significant dependency effects 

5)       각 post-initiator 인적행위와 중요한 의존성 효

과에 대한 모든 H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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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7. 데이터 분석(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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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requirements for Data Analysis 

데이터 분석에 대한 상위수준 요건 사항 

A Each parameter shall be clearly defined in terms of the logic model, basic event boundary, and the model used to evaluate event probability. 

 각 변수는 사건 확률 계산을 위해 사용된 논리모델, 기본사건 경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B The rationale for grouping components into a homogeneous population for the purposes of parameter estimation shall consider both the design, 
environmental, and service conditions of the components in the as-built and as-operated plant. 

 변수 평가를 위한 동종의 기기 그룹을 설정 시에 as-built and as-operated plant 상태에서 설계, 환경, service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C Generic parameter estimates shall be chosen and plant-specific data shall be collected consistent with the parameter definitions of HLR A and 
the grouping rationale of HLR B. 

 일반 변수 추정치를 선택하고 대상 발전소 자료를 상위수준 요건 A, B 요건에 맞게 수집해야 한다. 

 

D The parameter estimates shall be based on relevant generic industry or plant specific evidence.  Where feasible, generic and plant specific evidence shall be integrated using acceptable 

methods to obtain plant specific parameter estimates. Parameter estimates for the important parameters  shall be accompanied by a characterization of the uncertainty. 

 변수 추정은 관련된 일반 산업계나 특정 발전소 자료(evidence)를 근거로 해야 한다. 타당성이 있을 때, 대상 발전소 변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일반 자료와 대상 발전소 자료를 통합한다. 

 

E Documentation shall be performed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peer review, as well as future upgrades and applications of the PRA by 
describing the processes that were used, and providing details of the assumptions made and their bases. 

 사용된 방법, 가정 사항 및 이에 대한 근거를 자세히 문서에 작성하여 PRA 이용, 개정 및 검토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서 작성. 



 

    157

 요건 등급 평가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IDENTIFY from the Systems Analysis the basic events for which 

probabilities are required.   ESTABLISH definitions of SSC 

boundaries, failure modes, and mission success criteria consistent with 

corresponding basic event definitions in Systems Analysis (SY- A4, SY-

A7, SY-A8) for failure rates and common cause failure parameters, and 

ESTABLISH boundaries of unavailability events consistent with 

corresponding definitions in Systems Analysis (SY-A19) 

Basic events typically include: 

계통 분석에서 확률값이 필요한 기본사건 확

인. 고장률과 CCF 모수 평가를 위해 계통분석

(SY- A4, SY- A7, SY-A8)에서 기본사건 

정의와 일치하는 SSC의 경계, 고장모드, 성공

기준을 설정하고, 계통분석 (SY-A19)에 대응

하는 이용불능 사건의 경계 설정.  

일반적인 기본사건은 다음을 포함: 

요건에 열거된 기본사건은 계

통 분석 모델에 포함되어 있고

기기 경계, 고장모드, 성공기준

설정 만족함. (전체 등급 II) 

  

 

• independent or common cause failure of a component or 

system to start or change state on demand 

(a)   운전 요구 시 작동 또는 상태 변경

을 위한 기기 또는 계통의 독립적 또는 공

통원인 고장  

전출력 PSA 와 동일. LPSD 

상황에 따른 일부 보정 (7.3

절) 

 

• independent or common cause failure of a component or 

system to continue operating or provide a required function 

for a defined time period 

(b)   정의된 시간 동안 운전 또는 요구된

기능 제공을 위한 계통 또는 기기의 독립적

및 공통원인고장     

전출력 PSA 와 동일. LPSD 

상황에 따른 일부 보정 (7.3

절) 

 

• equipment unavailable to perform its required function due 

to being out of service for maintenance 

(c)   보수로 인한 기기의 이용 불능  POS별 기기의 이용불능시간 

분율 적용 

• equipment unavailable to perform its required function due 

to being in test mode 

(d)   시험으로 인한 기기의 이용불능  POS별 기기의 이용불능시간 

분율 적용 

DA-A1 

• failure to recover a function or system (e.g. failure to 

recover offsite-power)  

(e)   기능 또는 계통의 회복 실패 (예: 

소외전원의 회복 실패) 

II 

전출력과 동일, 8.4절 및 7.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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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ilure to repair a component, system or function in a 

defined time period. 

(f)    정의된 시간 내에 기기, 계통 또는 

기능의 수리 실패 

 HRA의 유형 'CR'  

USE an appropriate probability model for each basic event.  각 기본사건에 대해 적절한 확률 모델 사용. 

Examples include: 확률모델의 예: 

• binomial distributions for failure on demand (a) 운전 요구 시 작동 실패에는 이항 분포 

DA-A2 

• Poisson distributions for standby and operating failures and 

initiating events 

(b) 대기 중 및 운전 중 실패와 초기사건에는

Poisson 분포 

II 이항 분포와 Poisson 분포를 

이용한 확률 모델 사용함 

 

IDENTIFY the parameter to be estimated and the data 

required.  

Examples include: 

평가해야 할 모수와 필요한 데이터 확인.  

예: 

• For failures on demand or unavailability due to test or 

maintenance, the parameter is the probability of failure or 

unavailability on demand, and the data required are the 

number of failures given a number of demand 

(a)   시험이나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이나 

운전 요구시 작동 실패 또는 이용불능에 대

해, 모수는 운전 요구 시 작동 실패 또는 이

용불능 확률이고 필요한 데이터는 작동 요

구 수와 작동 실패 수  

DA-A3 

• For standby failures, operating failures, and initiating events, 

the parameter is the failure rate, and the data required are the 

number of failures in the total (standby or operating) time 

(b)   대기 중 실패, 운전 중 실패와 초기 

사건에 대해, 모수는 고장율이고 필요한 데

이터는 전체 운전 또는 대기 시간에서의 실

패 수 

I 데이터 분석 시에 필요 모수 

확인하고 필요 데이터 결정하

여 수집.  단, 일반자료 사용 

(EPRI URD KAG 및 

NUREG-6144) --> 1등급 

(요구되는 고장수, 요구수, 운

전시간등을 수집한 것이 아니

라 자료원으로 부터 모수 추정

치를 직접 이용)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

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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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urposes of parameter estimation, GROUP components 

according to type (e.g., motor-operated pump, air-operated 

valve) an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usage: 

모수 평가를 위해, 형태에 따라 기기를 분

류하고 이용 특성에 따라 기기 분류: 

Mission type (e.g., standby, operating), • 수행 형태 (예; 대기, 운전) 

DA-B1 

Service condition (e.g., clean vs. untreated water, air) • 운전 상태 (예, clean vs. Untreated water, air) 

I 일반자료에 의한 임무 형태에 따른 

부품 그룹핑. 즉, 서비스 콘디션에 

따른 구분은 미흡함. --> 1등급. 

부분적으로는 고려함.예를 들어 

relief v/v, check v/v(ccf),등의 경

우 서비스 콘디션 고려.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DA-B2 DO NOT INCLUDE obvious outliers in the definition of a 

group (e.g., do not group valves that are never tested and 

unlikely to be operated with those that are tested or 

otherwise manipulated frequently) 

부품 그룹 정의시 매우 이질적인 부품(outlier)을

포함하지말라. (예를 들면, 전혀 시험하지 않는 밸

브와 자주 시험 또는 조작하는 밸브는 같은 그룹

으로 묶지 말아야 함.) 

I 전출력 PSA 의 경우도 구

분하지 않았으므로 등급외, 

LPSD도 마찬가지임. (<1등

급) 

outlier를 고려한 기기 

그룹 재분류 필요 

COLLECT generic parameter estimates from recognized sources.  

IDENTIFY the derivation process and source of the generic 

parameter estimates, DETERMINE that the parameter definitions 

and boundary conditions are consistent with those determined in 

response to SR-DA-A13.  USE generic data for unavailability due 

to test, maintenance, and repair with caution since different plants 

can have different test and maintenance philosophies. 

승인된 자료에서 일반 모수 추정치 수집. 일반 모

수 추정치의 유추 과정과 자료를 확인하고, 

parameter 정의와 경계가 DA-A1~3에 의해 결

정된 것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결정. 각 발전소는 

각기 다른 시험 및 보수 철학이 있으므로  시험, 

정비, 수리로 인한 이용불능도에 주의를 갖고 일

반 자료 사용. 

DA-C1 

Examples of parameter estimates and associated sources 

include: 

모수 평가치와 자료 예: 

II 일반자료 사용 시에 대체적으로 정의

/경계 일관성을 파악하고 정비/시험 

및 보수 일반자료 사용 시 발전소 관

행과 특성 등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분석. LPSD의 경우는 T&M 이용불

능 -전출력 (대개 OCONEE PSA, 

Palo Verde PSA이용), LPSD (Y34 

운전정보- 이용불능 분율). (보고서 

7.3절 참조).  DA-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필요. Gereric 자료

원의 경우라도 최신자료

(예: NUREG-5500시리

즈, 등)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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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nent failure rates and probabilities – NUREG/ CR- 

4639 [Reference 4.4.6- 1], NUREG/CR-4550 

　 기기고장율 및 확률 자료 – 

NUREG/ CR- 4639 [Reference 

4.4.6- 1], NUREG/CR-4550 

• Common cause failures – NUREG/ CR- 5497 [Reference 

4.4.6- 2], NUREG/CR-6268 

　 공통원인고장 자료 – NUREG/ 

CR- 5497 [Reference 4.4.6- 2], 

NUREG/CR-6268 

A1요건 참조 (backup material

있음). 

종합적으로 II 등급.  

전출력 - EPRI URD KAG 

(R.?), NUREG-4550, NGRDS; 

LPSD-전출력과 동일. 보고서

7.3절 참조. 

전출력 - EPRI URD KAG 

(R.?), NUREG-4550, 

NUREG-4780; LPSD-전출력

과 동일 

 

• AC off-site power recovery – NUREG/CR-5496, 

NUREG/CR-5032, NSAC-182/203 

　 소외전원회복자료 – NUREG/CR-5496, 

NUREG/CR-5032, NSAC-182/203 

소외전원 회복자료-전출력 

(EPRI URD KAG, NSAC-

182), LPSD (전출력 자료

와 동일) 

 

 

Component recovery – NSAC-161 •  기기회복자료 – NSAC-161 

 

NSAC-161 이용하지 않음. 

분석 방법(8.4&7.1절) 

 

DA-C2 COLLECT plant-specific data for the basic event/parameter 

grouping corresponding to that defined by requirement DA-

A1. 

요건 DA-A1, DA-A2, DA-A3, DA-B1, 

DA-B2의 정의에 상응하는 기본사건/모수 

분류를 위한 대상 발전소 자료 수집. 

I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미

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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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3 COLLECT plant-specific data from as broad a time period as 

possible, consistent with uniformity in design, operational 

practices and experience.  JUSTIFY the rationale for screened 

or disregarding plant-specific data (e. g., plant design 

modifications, changes in operating practices).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동안, 설계 및 운전 

경험과 일치하는 대상 발전소 자료 수집. 

대상 발전소 자료의 선별 또는 무시에 대한

근거를 증명 (예, 발전소 설계 변경, 운전 

변경). 

I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미

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필요. 

When evaluating maintenance or other relevant records to 

extract plant-specific component failure event data, DEVELOP a 

clear ba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events as failures: 

대상 발전소 기기 실패 사건 자료 추출을 위해

정비나 다른 관련 기록을 평가할 때, 실패 사

건의 확인을 위한 분명한 근거를 개발: 

• DISTINGUISH between those degraded states for which 

failure, as modeled in the PRA, would have occurred on 

demand (e.g., an operator discovers that a pump has no oil 

in its lubrication reservoir), and those that would not (e.g., 

slow pick-up to rated speed). 

　 요구 시 고장에 대해 성능 저하로 인한 

고장과 아닌 것에 대한 구별 (예를 들어, 

운전원이 펌프의 윤활유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성능 저하이고 정격 속도에 도달하

는 시간이 느린 것은 성능 저하 아님)  

DA-C4 

• INCLUDE as failures all events which would have resulted in a 

failure to perform the mission as defined in the PRA 

　 PRA에서 정의한 임무수행시간 동안 운

전하는데 실패한 사건은 고장에 포함   

I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미

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필요. 

DA-C5 COUNT repeated plant-specific component failures 

occurring within a short time interval as a single failure if 

there is a single, repetitive problem that causes the failures. 

In addition, COUNT only one demand. 

고장 원인이 하나이거나 반복적인 문제라

면, 짧은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반복적인 

기기 고장은 단일 고장으로 센다. 작동 요

구도 한 번만 센다.  

I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미

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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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 the number of plant-specific demands on 

standby components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다음과 같은 수를 근거로 대상 발전소의 대

기 중 기기에 대한 작동 요구 수 결정: 

• surveillance tests 　 감시(surveillance) 시험 

• maintenance acts 　 정비 행위 

• surveillance tests or maintenance on other components 　 다른 기기의 감시 시험 또는 정비 

• operational demands 　 운전 요구 

DA-C6 

DO NOT COUNT additional demands from post-maintenance 

testing. (That is part of the successful renewal.) 

정비 후 시험을 위한 추가 요구는 세지 않

는다.  

I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미

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필요. 

DA-C7 BASE number of surveillance tests on plant surveillance 

requirements and actual practice. BASE number of planned 

maintenance activities on plant maintenance plans and 

actual practice. BASE number of unplanned maintenance 

acts on actual plant experience. 

발전소의 요구 조건과 실제 상황에 따른 감

시 시험 수를 평가. 발전소의 요구 조건과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계획 정비 수를 평

가. 실제 발전소 이력에 근거하여 비계획 

정비 수를 평가. 

I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미

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필요. 

DA-C8 When required, USE plant-specific operational records to determine the time 

that components were configured in their standby status 

요구 시, 기기가 대기 중에 있었던 시간을 결

정하기 위해 대상 발전소 운영 기록을 사용

I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미

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필요. 

DA-C9 ESTIMATE operational time from surveillance test 

practices for standby components, and from actual 

operational data. 

대기 중인 기기에 대한 운전 시간은 정기시

험 실행(practices) 및 실제 운전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라. 

I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미

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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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10 When using surveillance test data, REVIEW the test 

procedure to determine whether a test should be credited for 

each possible failure mode.  Only COUNT complete tests 

or unplanned operational demands as success for 

component operation.  If the component failure mode is 

decomposed into sub-elements (or causes) that are fully 

tested, then USE tests that exercise specific sub-elements in 

their evaluation. Thus, one sub-element sometimes has 

many more successes than another. 

정기시험자료를 이용할 때, 시험이 가능한 각 

고장모드를 확인하도록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시험 절차 검토. 기기의 운전 성공으로 완전한

시험이나 비계획적인 운전 요구 만을 센다. 기

기의 고장모드를 완전히 시험되는 sub-

elements (또는 원인)로 분류할 수 있으면, 평

가 시에 그 특정 sub-element를 이행하는 시

험을 사용. 그리하여 때때로 하나의 sub-

element가 다른 것보다 많은 성공을 가진다.

I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미

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필요. 

DA-C11 When using data on maintenance and testing durations to 

estimate unavailabilities at the component, train, or system 

level, as required by the system model, only INCLUDE 

those maintenance or test activities that could leave the 

component, train, or system unable to perform its function 

when demanded. 

계통 모델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기, 트레

인, 계통 수준으로 이용불능도를 평가하기 

위해 보수와 시험 기간의 자료를 사용할 

때, 작동 또는 운전 요구 시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보수와 시험만을 포함.

II 과거의 O/H 경험자료 (@영광 

3,4)로 부터 POS별 기기별 실제

의 OOS 시간 조사하였음. (전기 

bus별 OOS 시간<표7.3-1>,  

전반기POS5-9은 A계열, 후반기

POS9-12는 B계열 OOS text7.3

절>, Flag포함 House event (6장

각절, 하지만 OOS 기간 정보 파

악 불가),  DA-A1의 설명한 바

와 같이 이 요건에 필요한 

backup material 은 충분히 가지

고 있음. 결론: II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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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12 EVALUATE the duration of the actual time that the 

equipment was unavailable for each contributing activity. 

Since maintenance outages are a function of the plant status, 

only INCLUDE outages occurring during plant at power.  

Account for LP&SD POS and special maintenance activitie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case of a multi-plant 

site with shared systems, when the Specifications (TS) 

requirements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tatus of both 

plants. Accurate modeling generally leads to a particular 

allocation of outage data among basic events to take this 

mode dependence into account.  

In the case that reliable estimates or the start and finish times 

are not available, INTERVIEW the plant maintenance and 

operations staff to generate estimates of ranges in the 

unavailable time per maintenance act for components, trains, 

or systems in dominant accident scenarios.  

DO NOT manipulate time periods to avoid specific 

maintenance events. 

1) 각 조치에 대해 기기가 이용불능이었던

실제 시간을 평가.  

2) POS와 특별한 정비활동을 고려하라. 3) 

공유 계통을 가진 다중 호기 사이트의 경우

공유계통의 기술지침서가 발전소 상태에 따

라 다를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이런 모드 종속성을 고려하기 위

한 정확한 모델링을 위해 리반적으로 기본

사건들 간에 특별한 OOS 시간의 할당을 

필요로 한다.  

4) 정확한 OOS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주요 사고경위에서 기기, 트레인, 계

통에 대한 정비 이용불능 시간의 범위를 추

정하기위해 보수 및 운전 요원과 인터뷰하

라.  

5) 특정 보수 사건을 회피하기 위해 (OOS 

시간, or timeline?)을 조작 하지 말라. 

II 과거의 O/H 경험자료 (@영광

3,4)로 부터 POS별 기기별 

실제의 OOS 시간 조사하였으

나 부분적임  

(전기 bus별 OOS 시간<표

7.3-1>,  

전반기POS5-9은 A계열, 후

반기POS9-12는 B계열 OOS 

<text7.3절>,Flag포함 House 

event (6장 각절, 하지만 

OOS 기간 정보 파악 불가  

현장 정비 및 운전 스탭과의 

면담 수행 (보고서에서는 면

담 결과에 대한 정보 없으나 

별도 자료 있음).  

계획에서 벗어난 보수 행위의 

처리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함. 

결론: 2등급  

 

DA-C13 EXAMINE coincident outage times for redundant 

equipment (both intra- and inter-system) based on 

 

발전소의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계통 내 또

는 계통 사이의 중복 기기가 동시에 운전 

 

II 과거의 O/H 경험자료 (@영

광 3,4)로 부터 POS별 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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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ual plant experience. CACULATE outage 

unavailabilities that reflect actual plant experience. 

정지하는 시간을 조사. 실제 발전소 경험을

반영한 운전 중지 이용불능도 계산. 

별 실제의 OOS 시간 조사하였

음. (전기 bus별 OOS 시간<표

7.3-1>, 전반기POS5-9은 A계

열, 후반기POS9-12는 B계열 

OOS <text7.3절>,Flag포함 

House event (6장 각절, 하지만

OOS 기간 정보 파악 불가), 

DA-A1의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요건에 필요한 backup material 

은 충분히 가지고 있음.Dep 부

분은 LPSD 배열에 따라 충분히

고려됨 (1트레인은 항상 가동되

므로 )결론: II등급  

IDENTIFY instances of plant-specific component repair 

and for each repair, COLLECT the associated repair time 

with the repair time being the period from identification of 

the component failure until the component is returned to 

service. 

대상 발전소의 기기 수리 시간를 확인하고, 

고장을 발견하여 수리를 마치고 운전 또는 

대기 상태로 할 때까지의 수리 시간을 수집

하라. 

  

 DA-C14 

Equipment unavailabilities are correlated by planned 

maintenance configurations; they are no longer independent

기기이용불능도는 정비계획에 따른 기기배

열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더 이상 독립적

이지는 않다. 

II 과거의 O/H 경험자료 (@영

광 3,4)로 부터 POS별 기

기별 실제의 OOS 시간 조

사하였음. (전기 bus별 OOS 

시간<표7.3-1>, 전반기

POS5-9은 A계열, 후반기

POS9-12는 B계열 OOS 

<text7.3절>,Flag포함 

House event (6장 각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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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repair is more a function of outage schedule and 

outage management than actual time required to complete 

repair 

기기 수리는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보

다는 정지 일정 및 정지 관리의 함수이다. 

  

Outage times may be much longer than at power [i.e., there 

may be no LCO and outage management considerations 

may defer restoration to service; thus data for outage time 

must often be based on policy and outage practice, rather 

than past experience (full power data are irrelevant to such 

cases)] 

출력운전시에 비하여 기기정지시간이 훨씬 

길 수있다. [O/H동안에 적용받는 LCO가 

없으며 RTS 시점도 O/H 계획에 따라 지

연될 수 있다. 이로서 기기 OOS시간 데이

타는 과거의 경험 보다는 종종 O/H 정책 

및 관행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출력 자료는 적용이 부적절하다.)] 

 House event (6장 각절, 하

지만 OOS 기간 정보 파악 

불가),  

DA-A1의 설명한 바와 같

이 이 요건에 필요한 

backup material 은 충분히

가지고 있음.결론: II등급 

 

 

 

 

DA-C15 Plant-specific data on recovery from loss of offsite power, 

loss of service water, etc. is rare on a plant-specific basis.  

If available, for each recovery, COLLECT the associated 

recovery time with the recovery time being the period from 

identification of the component failure until the component 

is returned to service. 

외부전원 상실, 냉각수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회복에 대한 대상 발전소 자료는 매

우 드물다. 각 회복 조치에 대한 자료를 이

용 가능한 경우, 기기의 고장을 확인하고 

운전 또는 대기 상태로 할 때까지의 회복 

시간을 수집하라.  

II 일반자료 사용 (전출력 

PSA 자료 활용 <NUREG-

4550, EPRI URD KAG, 

NSAC-182, 유사원전 

PSA> 및 NUREG-6144 

이용) (8.4절 참조). 단, 제

한적으로 회복시간은 고유자

료 수집 (예: 전기회복시간, 

발전소 walkdown 및 운전

원 인터뷰 자료 반영)  

전출력에서 II등급 --> 

검토후 등급조정 필요. II

등급 추천 <검토결과: 전

출력 2등급 확인. 단 판

단근거인 일부계통 반영

은 매우 모호함. 그래서, 

평가사유 추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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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16 COLLECT plant-specific outage timeline data including 

POS duration and special maintenance configurations 

발전소 고유의 POS 기간 및 특수 정비 배

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라.  

II 영광 3,4호기 1, 2차 계획예

방정비 자료를 이용하여 각 

POS 별 지속시간, 각 기기

들의 정비시간 등을 수집하

여 안전계통에 대한 배열을 

결정하였음. (II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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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1 CALCULATE realistic parameter estimates for 

dominant contributors using Bayesian updates.  

ADJUST prior distribution to account for plant-to-

plant variability.  CALCULATE plant-specific 

parameter estimates for the remaining events by 

using plant-specific data. 

Bayesian update를 사용하여 dominant 

contributor에 대한 현실적인 모수 추정치

를 계산하라. 발전소간 변동을 고려한 사

전분포를 선정하라. 그외의 기본사건은 발

전소 고유 경험자료를 이용하여 발전소 

고유의 모수 추정치를 계산하라.  

I 일반자료 이용. 발전소 고

유 신뢰도 자료 미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베이지안 update 

DA-D2 If neither plant-specific data nor generic parameter 

estimates are available for the parameter associated 

with a specific basic event, USE data or estimates for 

the most similar equipment available, adjusting if 

necessary to account for differences.  Alternatively, 

USE expert judgment and document the rationale 

behind the choice of parameter values. 

특정 기본 사건의 모수에 대한 발전소 고

유 데이터와 일반 모수 추정치 모두가 이

용할 수 없으면,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조

정과정을 거쳐서 가장 유사한 기기의 자

료나 추정치들을 사용하라. 대안으로 전문

가 판단을 이용하고, 해당 모수값 선택 논

리에 대해 문서화 하라. 

I 일반자료 이용. LPSD 상황

을 고려한 조정분석 수행

함 (예: sump plugging 자

료 --> NUREG-6144이

용). 일반 자료원으로 부터

이용할 수 없는 자료는 주

로 회복조치에 관련된 것

들이 많고 이들에 대한 공

학적 판단에 근거함. 단 이

런 근거에 대한 문서화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결론 : I 등급  

발전소 고유 자료 및 일반 

자료원으로 부터 이용할 수 

없는 자료 목록 및 논리 작

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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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3 PROVIDE a mean value of, and a statistical  

representation of the uncertainty intervals for the 

parameter estimates that contribute measurably to 

CDF and LERF. Acceptable systematic methods 

include: Bayesian updating, frequentist method, or 

expert judgment. 

CDF와 LERF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 

수 추정치에 대한 평균값과 구간 추정치

의 통계적 해석 결과를 제공하라. 채택가

능한 방법에는 Bayesian updating, 

Frequentist 방법 또는 전문가 판단이 포

함된다. 

I 일반자료 사용. 주요 모수

 추정치에 대한 구간 추정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통

계적 해석은 하지 않음.  

추정치에 대한 구간 추정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인 통

계적 해석은 하지 않음. 결

론: I 등급 

전출력 및 정지/저출력 경우

주요 모수 추정치에 대한 

구간 추정 및 이에 대한 체

계적인 통계적 해석 필요 

When the Bayesian approach is used to derive a distribution 

and mean value of a parameter, PERFORM the following 

tests to ensure that the updating is accomplished correctly 

and that the generic parameter estimates are consistent with 

the plant- specific application: 

모수에 대한 분포와 평균값를 추정하기 위해 베

이지안 방법을 사용할 때, 베이지안 통계기법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일반 모수 추정치가 대상 

발전소로의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시험을 수행하라: 

• CONFIRM that the Bayesian updating does not 

produce a posterior distribution with a single bin 

histogram; 

　 베이지안 개정을 통해 단일 bin 

histogram을 가진 사후 분포 

(degenerated distribution 의 의미로 

해석)를 생성하지 않음 을 확인하라 

DA-D4 

• EXAMINE the cause of any unusual posterior 

distribution shapes 

　 이상한 사후분포 모양의 원인을 조

사하라 

I 일반자료 이용. 발전소 고

유 신뢰도 자료 미반영 (I 

등급)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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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IN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prior 

distribution and the plant- specific evidence to 

confirm that they are appropriate; 

　 사전분포와 대상 발전소의 

evidence가 적절함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사이의 불일치하는 점을 조사하라 

• CONFIRM that the Bayesian updating algorithm 

provides valid results over the range of values being 

considered; 

　 베이지안 개정 알고리즘이 고려되는 값

의 범위를 걸쳐서 유효한 결과를 제공함을 

확인하라 

 

• CONFIRM the reasonableness of the posterior 

distribution mean value. 

　 사후분포 평균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라. 

   

USE one of the following models for estimating CCF 

parameters for dominant CCF contributors 

지배적인 CCF 인자를 위해 CCF 모수 평

가를 위해 다음 모델 중의 하나를 사용: 

• Alpha Factor Model 　 Alpha Factor 모델 

• Basic Parameter Model 　 Basic Parameter모델  

• Multiple Greek Letter Model 　 MGL모델 

• Binomial Failure Rate Model 　 이항 고장률 모델 

DA-D5 

JUSTIFY the use of alternative methods. 대안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입증하라. 

II 일반자료로 부터 국내원전

의 실정에 맞게 CCF 분석

을 위한 변수 추정을 위하

여 MGL 방법을 사용하여 

CCF를 평가하였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을 사

용) (결론: II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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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6 USE realistic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consistent with available plant-specific data, 

supported by plant-specific screening and mapping of 

dominant common-cause events.  An example 

approach is provided in NUREG/CR-5485.  

DETERMINE that the systems and data models are 

consistent. 

지배적인 공통원인 사건에 대한 대상 발

전소의 선별과 mapping에 의해 보조로 

이용 가능한 대상 발전소 데이터에 일치

하는 실제 CCF 확률 사용.  

NUREG/CR-5485에 예제 제공. 계통과 

데이터 모델이 일치하는지를 결정하라. 

I 전출력 경우 CCF parameter는 

일반 자료 (EPRI URD KAG, 

등)로 부터 선별작업, Mapping 

up/down, Impact vactor 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 대상 원전의 

기기에 맞도록 추정됨. (기본적으

로 발전소 고유의 CCF 자료는 

이용불가.) NUREG/CR-5485미

적용--> I등급  

참고: 전출력 방법에 의거 LPSD 

CCF 평가. 평가시 LPSD 특성 

충분히 고려함 

발전소고유 CCF 확률 추정 

(선별분석 및 mapping분

석). 

NUREG/CR-5485 적용. 

If modifications to plant design or operating practice 

lead to a condition where past data are no longer 

representative of current performance, LIMIT the use 

of old data: 

발전소 설계나 운전의 수정으로 인해 과

거의 데이터가 현재의 성능과 더 이상 일

치하지 않으면, 과거 자료의 사용을 제한

하라. 

DA-D7 

• If the modification involves new equipment or a 

practice where significant generic parameter 

estimates are available, USE the generic parameter 

estimates updated with plant-specific data as it 

becomes available for dominant contributors, or; 

　 중요한 일반 모수 평가치가 이용 

가능할 때, 새로운 기기나 운전

(practice)이 수정 사항에 포함되면, 

대상 발전소 데이터를 가지고 개정한 

일반 모수 평가치를 사용하라. 또는  

I 설계 중인 원전에 대한 

LPSD PSA. 아직 update 

되지 않음. (I 등급) 

LPSD PSA Update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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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the modification is unique to the extent that 

generic parameter estimates are not available and 

only limited experience is available following the 

change, then ANALYZE the impact of the change 

and assess the hypothetical effect on the historical 

data to determine to what extent the data can be used.

　 일반 모수가 이용불가능하고 변화

에 따라 단지 제한된 경험만이 이용 가

능한 경우 수정이 유일하다면, 어떤 데

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

해 이력에 대한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

고 이론적인 영향을 분석하라. 

   

 

 

 

 

 

 

 

 

 

 

 

 

 



 

    173

 요건 등급 평가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DOCUMENT the following: 다음 사항을 문서화: 전출력 자료 (1등급)를 기본적

으로 이용. LPSD특성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기술은 HRA 

event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음

(보고서 7.1절에 잘 기술되어 

있음). 아래는 항목별 전출력 

경우 (OL-CDF모델 기준)의 

기술. (결론 I 등급) 

System and component boundaries used to establish 

component failure probabilities, 

(a) 기기의 고장 확률 설정을 위해 사용된 

기기의 경계, 

II 

the model used to evaluate each basic event probability, (b) 각 기본사건 확률 계산을 위해 사용한 모델, II 

sources for generic parameter estimates, (c) 일반 모수 평가치의 근거, II 

the plant-specific sources of data, (d) 대상 발전소의 데이터 sources, N/A  

the time periods for which plant-specific data were gathered; (e) 대상 발전소 데이터를 수집한 기간; N/A 

key assumptions made in the interpretation of data 

and the reasoning (based on  engineering, systems 

modeling, operations, and statistical knowledge) 

supporting its use in parameter estimation; 

(f)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 만든 주요 가정

사항과 모수 평가에서 사용을 보조하는 근

거(공학적, 계통모델, 운전, 통계 지식에 근

거); 

I(보완필요) 

DA-E1

justification for exclusion of any data; (g) 어떤 데이터를 제외하기 위한 타당성 

입증; 

I 

I 

자료 선별과정의 입증 논리

에 대한 기술 보완. 발전소 

고유자료에 대한 기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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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평가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the basis for the estimates of common cause failure 

probabilities, including justification for  screening 

or mapping of generic and plant- specific data; 

(h) 일반 데이터와 대상 발전소 데이터의 

선별과 mapping을 위한 타당성 입증을 포

함한 CCF 확률 평가에 대한 근거; 

I(보완필요)  

the rationale for any distributions used as priors for 

Bayesian updates, where applicable; and 

(i) 활용 가능한 경우, 베이지안 개정에서 

사전 분포로 사용된 분포의 이론적 근거  

N/A  

 

parameter estimate including the characterization of 

uncertainty as appropriate. 

(j) 적절한 불확실성 특성을 포함한 모수 

추정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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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8. 정량화(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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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Level requirements for Level 1 Accident sequence Quantification and Results Interpretation 

1 단계 사고경위 정량화 및 결과 해석에 상위수준 요건 사항 

A The level 1 quantification shall quantify core damage frequency and fuel damage frequency and shall support the quantification of LERF. 

1단계 정량화는 노심노상빈도와 핵연료 손상빈도를 정량화하고, LERF 정량화를 지원해야 한다. 

 

B The quantification shall use appropriate models and codes, and shall account for method-specific limitations and features. 

정량화는 적절한 모델과 코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된 방법 고유의 한계점 및 특성에 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C Model quantification shall determine that all identified dependencies are addressed appropriately. 

모델 정량화 시에는 종속성 문제가 적절히 고려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D The quantification results shall be reviewed and important contributors to CDF  and FDF, such as plant operating states, initiating events, accident 

sequences, equipment failures and operator errors, shall be identified.  The results shall be traceable to the inputs and assumptions made in the PRA. 

정량화 결과는 검토되어야 하며, 발전소 운전 상태(POS), 초기사건, 사고경위, 기기 고장 및 운전원 실수 등과 같이 노심손상빈도와 핵연

료 손상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량화 결과는 PRA에 사용된 입력과 가정으로부터 추적 가능하여야 한다. 

 

E Uncertainties in the PRA results shall be characterized.  Sources of model uncertainty and key assumptions shall be identified,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the results understood. 

PRA 결과의 불확실성을 분석해야 한다.  모델 불확실성의 근원 및 주요 가정사항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항들이 PRA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F Documentation shall be performed in a manner that facilitates peer review, as well as future upgrades and applications of the PRA by 
describing the processes that were used, and providing details of the assumptions made and their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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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정량화 과정, 가정사항의 상세 설명 및 그 근거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여 PRA 개정 및 활용 그리고 전문가 검

토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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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QU-A1 INTEGRATE the accident sequence delineation, 

system models, data, and HRA in the 

quantification process for each initiating event 

group for each POS, accounting for system 

dependencies, to arrive at accident sequence 

frequencies. 

사고경위 빈도 값 산출을 위해서 각 POS

의 초기사건별 정량화 과정에서 계통간 종

속성을 고려하여 사고경위, 계통모델, 데이

터 및 인간신뢰도분석 등을 통합하라 

II Seq. (보고서 4장 각절), 데이터 (7

장), HRA (7.1절), 계통 (6장 각절), 

계통종속성 (6장 각절, 4장 각절) 보고

서 8장 1절-3절 : 정량화를 위한 통합

절차를 간단히 기술하고 있음. 기술된 

방법대로 통합되었음을 정량화 전산파

일로부터 확인 가능함  

 

QU-A2 ESTIMATE the overall CDF or FDF from internal 

events. QUANTIFY individual sequences in order 

to identify dominant sequences and confirm the 

sequence logic is appropriately reflected. The 

estimates may be accomplished by using either 

fault tree linking or event trees with conditional 

split fractions. 

내부사건으로부터 총 CDF 혹은 FDF를 평

가하라.  각 사고경위를 정량화하여 주요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사고경위 논리를 확

인하라.  총 CDF 평가는 고장수목 연결 

또는 각 조건부 확률값을 가진 사건수목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II - FT linking approach 사용 

- 전체 CDF 추정함 (보고서 8.5.1절)

- 개별 Seq. 정량화 (부록 VII) 

- 중요 사고경위 선정 (보고서 8.5절)

결론 : II (문서화 부족하나 요건에서 

요구하는 분석은 충분함) 

 

QU-A3 SELECT a method that is capable of 

discriminating the contributors to the CDF or FDF

commensurate with the level of detail in the 

model. 

(모델의 상세 수준과 일치하는) CDF 혹은 

FDF에 기여하는 주요 기여인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  

II - FT linking approach 사용 

- 정량화를 위한 통합절차 (보

고서 8장 1절-3절) 

결론 : II 등급. (부족부분: 절삭

치 결정 과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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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QU-A4 INCLUDE recovery actions in the quantification 

process in applicable sequences and cut sets. 

Recovery actions credited in the evaluation may be 

either proceduralized or have reasonable likelihood 

of success assuming that trained and qualified 

personnel are performing the recovery action(s).  

정량화 시 회복조치를 고려하라.  평가 시 

고려된 회복조치는 절차서화 되어 있거나 

자격을 갖춘 운전원에 의해 수행될거라는 

가정하에 합리적인 성공 확률을 할당할 수

도 있다. 

II - Recovery action 포함 (보고

서 8.4절 및 7.1절) 

- 규칙기반 회복조치 

- 두가지 유형 (CP, CR) 모두

고려함 (7.1절) 

결론:  체계적인 절차와 원전 

정보를 바탕으로 CP, CR유형의

회복조치분석이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결과의 합리성에 대

한 완전성 측면에서 II 등급으

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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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QU-B1 PERFORM quantification using computer codes that 

have been demonstrated to generate appropriate 

results when compared to those from accepted 

algorithms.  IDENTIFY method-specific limitations 

and features that could impact the results. 

입증된 알고리즘과 비교시 합당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확인된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여 정

량화를 수행하라.  정량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코드상의 고유의 한계점 및 특성 등

에 대하여 확인하라. 

II ASQ에 사용된 코드인 

KIRAP의 V&V - 결과의 정

확성과 유연성은 세계 최고 

수준. (II+ 등급) 

 

QU-B2 TRUNCATE accident sequences and associated 

system models at a sufficiently low cutoff value that 

significant dependencies are not eliminated. 

주요 종속성이 삭제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낮은 cut-off value을 사용하여 사고경위 및 

관련 계통모델을 정량화하라. 

II 충분히 낮은 truncation 값을

사용. 즉, 계통 1E-11, Acc. 

Seq. 1E-13, HFE 선별치 

0.1  사용 (II+ 등급) 

 

QU-B3 SELECT initial truncation limits (e.g. system level, 

sequence level) such that the quantified result 

converges toward a stable value.  EVALUATE 

truncation effects both before and after recovery 

actions are applied in order to avoid discarding 

important cutsets and sequences.  ESTABLISH final 

truncation limits by an iterative process of 

demonstrating that the overall model results are not 

significantly changed and that no important accident 

sequences are inadvertently eliminated. 

정량화 결과가 합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계통 

수준 또는 사고경위 수준에서 초기 truncation 

limit을 정하라.  중요 단절집합이나 사고경위

가 삭제되지 않기 위해서 truncation의 영향을 

회복조치 전과 후를 비교 평가하라.  총 CDF

에 큰 변화가 없고 중요 사고경위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최종 

truncation limit을 정하라. 

I 보고서 상에서는 truncation 

error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

고 계통 1E-11, Acc. Seq. 

1E-13의 절삭치를 사용. 전

산파일에서도 확인과정을 거

친 흔적 발견 할 수 없음.  

결론: 등급 I  

truncation error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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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QU-B4 Where cutsets are the means used in quantification, 

USE the minimal cutset upper bound or an exact 

solution. The rare event approximation may be used 

when basic event probabilities are below 0.1. 

단절집합이 정량화에서 사용된 수단일 때 

MCUB 방법 또는 Exact 방법을 사용하라. 

Rare event approximation은 기본사건 확률

값이 0.1 보다 작은 경우에 사용사용할 수 있

다.    

I KCUT은 MCUB 지원안함. 

Exact방법은 현실적으로 적

용 불가능. KCUT은 REA 방

법 사용. 따라서, 부분적으로 

확률 0.1 이상이 사용된 모델

에서는 계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예, CSGTR, 

HRA event, AFWS isol. 

MOV의 닫힘상태에서의 고장, 

등등)  

결론: I 등급 

 

QU-B5 Fault tree linking and some other modeling 

approaches may result in circular logic that must be 

broken before the model is solved.  BREAK the 

circular logic appropriately.  Guidance for breaking 

logic loops is provided in NUREG/CR-2728 

(Reference [XXXX]). When resolving circular logic, 

AVOID introducing significant conservatisms or non-

conservatisms. 

고장수목 연결이나 다른 모델링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정량화 할 시 circular logic이 발생

하며, 적절하게 이 logic의 loop를 끊어 주어

야 한다.  Circular logic을 처리하기 위한 방

안은 NUREG/CR-2728에 제시되고 있으며, 

처리 시에는 보수성 또는 낙관성을 피해야 한

다. 

III LPSD에서 사용된 코드

(KCUT)에는logical loop을 

포함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도 자동 계산 가능. 

결론: III 등급 

 



 

    182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QU-B6 ACCOUNT for system successes in addition to 

system failures in the evaluation of accident 

sequences to the extent needed for realistic estimation 

of CDF, FDF, and LERF.  This accounting may be 

accomplished by using numerical quantification of 

success probability, complementary logic, or a delete 

term approximation and includes the treatment of 

transfers among event trees where the “successes” 

may not be transferred between event trees. 

보다 현실적인 CDF 이나 LERF를 얻기 위해

서는 사고경위 평가 시 계통 실패뿐만 아니라 

계통 성공에 대해서도 고려하라.  고려하는 방

법으로서는 성공 확률 값의 부여, 

complementary logic 또는 delete term 

approximation 등을 사용하여 정량화 한다.  

사건수목 간에 표제의 전이가 있을 경우, 성공 

branch의 정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II delete term 방식이 적용되었

음, ET 표제의 전이가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음. (거의

functional ET 사용--> 보

조논리사용).  

결론 : II 등급 

 

QU-B7 IDENTIFY cutsets (or sequences) containing 

mutually exclusive events in the results. CORRECT 

by either:designing path-dependent logic to eliminate 

mutually exclusive situations, ordeleting cutsets 

containing mutually exclusive events. 

결과에서 상호 배타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cutest 이나 사고경위를 확인하라.  이 경우에

는 상호 배타적인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path-dependent logic을 만들거나 상호 배타

적인 사건을 포함하는 cutset을 제거하도록 

한다.  

II LPSD 정량화 전산파일에서 

MEE 처리 확인함 (cutset 

deleting 방식 적용) . 단 

SEQ. 레벨에서의 MEE 처리

에 대한 설명 미흡. 모델에서

확인해야할 필요 있음.  

 

QU-B8 When using logic flags , SET logic flag events to 

either TRUE or FALSE (instead of setting the event 

probabilities to 1.0 or 0.0), as appropriate for each 

accident sequence, prior to the generation of cutsets.

Logic flag를 사용할 때 logic flag event를 

TRUE 또는 FALSE(사건 확률을 1.0 또는 

0.0으로 주는 대신)로 구성하라.  가능하면 각

각의 사고경위에 대해서 cutset generation 

전에 수행하라.  

III LPSD 정량화 전산파일에서 

Flag 처리 확인 결과 TRUE, 

FALSE로 처리함 . (III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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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If modules, subtrees, or split fractions are used to 

facilitate the quantification, USE a process that 

allows: 

Module, subtree 또는 split fraction이 정량

화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라. 

Identification of shared events. •   공유 사건의 확인 

Correct formation of modules that are truly 

independent. 

•   실제로 종속성이 없는 모듈의 정확한 구성 

QU-B9 

Results interpretation based on individual events 

within modules (e.g., risk significance). 

•   모듈 내 각 사건별 결과 해석 (예;위험도 

중요성)  

II Module, 또는 split fraction 

사용않음. subtree 는 사용함

(예, supporting logic). ET 

표제의 보조논리는 대개 HFE 

값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들은 정량화시 교체되어 평

가하므로 요건내용은 충분히 

고려되었음. (등급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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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QU-C1 IDENTIFY cutsets with multiple HFEs.  Avoid 

premature truncation of cutsets with multiple 

HFEs, by selecting appropriate HEP screening 

values in the initial quantification.  The final 

quantification of these post-initiator HFEs may be 

done at the cutset or saved sequence level.  

Multiple Human Failure Events을 확인하라.  

초기 정량화 시 적절한 HEP screening value

을 결정하여 multiple HFE를 지닌 cutset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라.  Post-initiator HFEs

의 최종 정량화는 cutest 수준 또는 사고경위 

수준에서 이루어 질수 있다. 

II HFE 종속성 (보고서 7.1절 및 

정량화 전산 입력파일로부터 확

인함). 전출려과 마찬가지로 종

속성 파악을 위해 1차 정량화시

선별치 0.1을 사용. (II 등급) 

 

QU-C2 ASSESS the degree of dependency between the 

HFEs in the cutset or sequence in accordance with 

HR-D5 and HR-G7.  INCLUDE both the 

cognitive aspects, and the constraints imposed by 

available time or shared equipment.  ESTIMATE 

the combined probability of the HFEs taking into 

account the dependency. 

HR-D5 및 HR-G7에 따라 cutset이나 사고

경위에서 HFE 간의 종속성 정도를 평가하라. 

가용한 시간 또는 공유 기기 등에 의한 행위

오류 측면과 인지 오류 측면을 포함하라.  종

속성을 고려한 HFEs의 combined probability

를 평가하라. 

I 인간오류사건의 종속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1차 정량화시 선별

치 0.1을 사용하였음. 종속성 

파악후 이를 고려한 HFE dep. 

Rule을 작성하여 최종 정량화시

에 적용함. 정량화를 위한 전산 

입력파일에서도 확인함. 정량화 

입장만 고려한다면 등급 상향조

정 가능. HRA 분야 요건의 평

가결과들과의 일관성 유지  1등

급. 

HRA 분야 요건의 평가

결과들과의 일관성 유지 

및 등급 조정필요. 

(HR-D5:I등급이하, 

HR-G7: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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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3 TRANSFER the important sequence 

characteristics between event trees, not just the 

sequence frequency.  For example, sequence 

characteristics can be transferred to another event 

tree by using the appropriate cutsets. 

사건수목 전이 시 사고 빈도뿐만 아니라 사건

수목간에 중요한 사고경위 특성을 포함하라.  

예를 들면 사건수목 전이 시 cutset을 포함하

도록 한다.   

II LPSD의 경우 ET상의 Seq. 전

이는 발견되지 않음. 단 POS 

1&2에서 있음. 

(II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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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QU-D1 REVIEW the dominant cutsets or sequences to 

determine that the logic of the cutset or sequence is 

reasonable and to identify that there are no 

anomalies in the results. REVIEW the results of the 

PRA for modeling consistency (e.g., event 

sequence models consistency with systems models 

and success criteria) and operational consistency 

(e.g., plant configuration, procedures, and plant-

specific and industry experience). REVIEW results 

to determine that the flag event settings, mutually 

exclusive event rules, and recovery rules yield 

logical results. 

Cutset 이나 사고경위 논리가 합당한가를 판

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에 이상이 없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요 cutset이나 사고

경위를 검토하라.  모델링 일관성(예: 사고경

위 모델의 계통모델 및 성공기준과의 일관성) 

문제 및 운전상의 일관성(예 : 발전소 배열 상

태, 절차서 그리고 발전소 고유 및 산업체 경

험) 문제 등에 관하여 PRA 결과를 검토하라.  

Flag event setting, 상호 배타적인 사건의 원

칙 그리고 회복조치의 원칙 등이 논리적인 결

과를 생산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과를 검

토하라. 

II 주요  단절집합과 사고경위 

검토로부터 합리성 및 불일치

한는 결과 확인함 (II 등급). 

LPSD PSA 모델에서 사용된

모델링 및 운전상의 가정사항

들과의 일치성 확인 (II 등

급). Flag, MEE, 회복조치사

항에 대한 논리적 결과의 정

확성 확인함 (II 등급) 

 

QU-D2 IDENTIFY the modeling assumptions that 

drive the results. QUESTION modeling 

assumptions, asking if conditions outside those 

modeled could occur and, if so, could success 

criteria or other assumptions change. 

QUESTION modeled human actions for 

consistency with plant procedures and the range 

of conditions that would be obtained in the 

associated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사항을 검토하라.  

모델링 가정들에 대해서 모델된 조건에서 벗어

나는 조건들의 발생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성공기준이나 다른 가정사항들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라. 모델링된 인

간행위가 절차서 및 관련된 PRA 사고경위에

서의 조건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  

I 일반적으로 정량화 과정에서 

모델링 가정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 지고 사건수목

으로 feedback 된다. 보고서

에 나타나는 모델링 가정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친 최종적인

것들임. 단 정지저출력 특성

상 추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되어 I등급. 

요건 해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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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 sequence. 

QU-D3 COMPARE results to those from similar plants 

and CONFIRM validity of unique outliers. 

유사 발전소와의 결과 비교를 하라.  특별히 

차이나는 결과들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라. 

I 국내 최초의 정지저출력 

PSA로 비교할 결과가 없었

으며,대표적인 Outlier로는 

PL@POS2이고 발전소 고유

의 문제임을 확인함 

 

QU-D4 REVIEW a sampling of non-dominant accident 

cutsets or sequences to determine they are 

reasonable and have physical meaning. 

낮은 발생빈도를 갖는 사고 cutset이나 사고경

위를 선택하여 그들이 합당한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가 맞는지를 검토하라.  

1 사고경위당 200개 이상의 최

소단절집합은 검토되어 졌으

나 non-dominant accident 

cutset의 검토로는 부족하다

고 판단됨 (I등급)  

 

QU-D5 IDENTIFY important contributors to CDF and 

FDF, such as, POSs, initiating events, accident 

sequences, equipment failures, common cause 

failures ,and operator errors.  An acceptable 

approach is the use of importance measures. 

EXAMINE the importance of SSCs that 

contribute to initiating event frequencies.  

REVIEW the importance values for 

components and basic events to determine they 

make logical sense. 

초기사건, 사고경위, 기기 고장, 공통원인고장 

및 운전원 오류 등과 같이 CDF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확인하라.  적용가능한 

접근 방법은 importance measure를 사용하는 

것이다.  초기사건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SSCs의 중요도에 대하여 검토하라.  기기 및 

기본사건에 대한 중요도값을 검토하고 그들의 

논리적인 의미가 합당한지를 확인하라. 

I CDF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

를 확인하였으며, 또한 정량화 코드

인 KIRAP의 결과물인 중요도 결과

를 통해 여러 인자에 대한 논리적인

의미를 확인. 단, 초기사건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SSC 중요도 분석등

은 수행하지 않음. 또한 계통 배열의

변경을 통한 중요도 값의 변화 등에

대한 결과 검토도 미수행.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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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QU-E1 CHARACTERIZE parameter uncertainty consistent with 

DA-D3. 

DA-D3와 관련된 parameter uncertainty를 파악

하라. 

< I 불확실성 분석 미수행 불확실성 분석 필요 

QU-E2 IDENTIFY key sources of model uncertainty, and the 

assumptions made or models adopted in response to 

those uncertainties. 

모델 불확실성의 주요 근원 및 가정사항, 그러한

불확실성을 포함한 모델에 대하여 확인하라. 

< I 불확실성 분석 미수행 불확실성 분석 필요 

ESTIMATE the uncertainty interval of the overall CDF 

results.  EVALUATE the uncertainty intervals 

associated with parameter uncertainties taking into 

account the “state-of-knowledge” correlation between

event probabilities.  CHARACTERIZE the uncertainty 

associated with key model uncertainties. 

총 노심손상빈도의 불확실성 분포(uncertainty 

interval)를 평가하라.  Parameter 불확실성과 관

련된 불확실성 분포(uncertainty interval)를 평가

하고, 주요 모델 불확실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파

악하라.    

QU-E3 

PROPAGATE parameter uncertainties and those model 

uncertainties explicitly characterized by a probability 

distribution using the Monte Carlo approach or other 

comparable means.  PROPAGATE  uncertainties in 

such a way that the “state-of-knowledge” correlation

between event probabilities is taken into account. 

Monte Carlo 방법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확률분포

가 정확하게 모사된 parameter 불확실성과 모델

불확실성을 나타내어라.  현재 지식 정도의 수준과

사건확률과의 상호 관계 등의 설명을 통하여 불확

실성을 나타내어라. 

< I 불확실성 분석 미수행 불확실성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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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4 EVALUATE the sensitivity of the results to 

uncertain model boundary conditions and other 

key assumptions using sensitivity analyses.  

EXAMINE key assumptions and parameters both 

individually and in logical combinations.  For 

example, sensitivity analyses of logical 

combinations may evaluate the combined effects 

of modeling assumptions, HEPs , CCF 

probabilities, and safety function success criteria 

unless such sources of uncertainties have been 

adequately treated in the quantitative uncertainty 

analysis.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한 모델 경계조건

(uncertain model boundary conditions) 및 다른

주요 가정사항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라.  주요 가

정사항과 변수를 각기 그리고 논리적인 조합 상태

에서 검토하라.  논리적인 조합 상태에서의 민감도

분석은 모델 가정사항, HEPs, 공통원인고장 확률 

및 안전기능 성공기준 등의 복합적인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다.  단, 불확실성의 근거가 정량적 불확

실성분석에서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가

능하다. 

< I 불확실성 분석 미수행 불확실성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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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등급 판정사유 보완사항(II등급기준) 

DOCUMENT the model integration process.  INCLUDE 

any recovery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e quantification 

including uncertainty and sensitivity analyses.  

Documentation typically includes: 

모델 통합과정에 대하여 문서화하라.  회복조

치 분석, 불확실성 및 민감도분석을 포함한 

정량화 결과를 포함하라.  다음과 같은 사항

에 대하여 문서화를 수행하라 : 

전체적으로 I 등급으로 판

단. 

 

records of the process/results when adding non-recovery 

terms as part of the final quantification; 

최종 정량화의 일부로서 비회복조치 사항을 

추가할 시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 

 <1 등급 (기술없음)  

records of the cut set review process; Cutset 검토과정에 대한 기록  <1 등급 (기술없음)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quantification process including 

accounting for systems successes, the truncation values 

used, how recovery and post-initiator HFEs are applied; 

계통 성공, 사용된 truncation value 및 회복조치에 대한

고려 그리고 post-initiator HFEs가 어떻게 적용되었는

가를 포함하는 정량화 과정에 대한 대략적인 기술 

I+ 등급 (8장 및 7.1절) 

the process and results for establishing the truncation 

screening values for final quantification demonstrating that 

convergence towards a stable result was achieved; 

안정된 정량화 결과 산출을 위해서 

truncation value를 설정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술 

I+ 등급 (8장) 

 

the total plant CDF and FDF contributions from the 

different POSs, initiating events and accident classes; 

각각의 POS, 초기사건 및 사고경위로부터 총 노심손상빈

도와 핵연료 손상 빈도 및 주요 기여인자에 대한 기술 

I+ 등급 (8장)  

the accident sequences and their contributing cut sets; 사고경위 및 주요 cutset I 등급 (부록 VII에 목록만

있고 구체적 설명은 없음)

QU-F1 

equipment or human actions that are the key factors in 

causing the accidents to be non-dominant; 

주요 사고경위가 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인자

로서 기기 및 인간행위 

I 

기술없음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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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all sensitivity studies; 모든 민감도 분석 결과 I 등급 (PL@POS2 에 대

한 분석정도) 

the uncertainty distribution for the total CDF and FDF; 총 노심손상빈도와 핵연료 손상 빈도에 대한 

불확실성 분포 

<1 등급 (미수행) 

importance measure results; 중요도 척도 결과 I 등급 (부록 VII에 목록만

있고 구체적 설명은 없음)

 

a list of mutually exclusive events eliminated from the 

resulting cut sets and their bases for elimination 

Cutset으로부터 삭제된 상호 배타적인 사건

의 목록 및 삭제 근거    

 

I 등급 (정량화 전산 입력

파일에만 있고 문서화된 설

명은 없음) 

 

QU-F2 DESCRIBE the key contributors to CDF and FDF in the 

PRA results summary.  PROVIDE a detailed description of 

dominant accident sequences or functional failure groups for 

each POS. 

PRA 결과 요약란에 노심손상빈도와 핵연료 

손상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에 대하

여 기술하라.  주요 사고경위 또는 

functional failure group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라.   

I 주요 기인자 및 중요 seq.

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거

의 요약 목록 수준. 구체적

인 설명 없음. (I 등급) 

 

QU-F3 DOCUMENT important assumptions and causes of 

uncertainty, such as: possible optimistic or conservative 

success criteria, suitability of the reliability data, possible 

modeling uncertainties (modeling limitations due to the 

method selected), degree of completeness in the selection of 

initiating events, possible spatial dependencies, etc. 

중요 가정사항 및 불확실성의 근원에 대하여 

문서화 하라. 예를 들면 가능한 보수적 및 낙

관적 성공기준, 신뢰도 데이터의 적절성, 가

능한 모델의 불확실성(선택 방법론상의 한계

로 인한 모델링 한계), 초기사건 선정 시 완

결 정도, 가능한 공간적인 종속성 문제 등 

I 불확실성 분석은 미수행. 

따라서, 요건에 기술되어 

있는 관련 업무도 미수행 

상태로 문서화 된것 거의 

없음.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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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F4 DOCUMENT asymmetries in quantitative modeling to 

provide application users the necessary understanding 

regarding why such asymmetries are present in the model. 

모델에 비대칭구조가 왜 존재하는가를 응용자

가 이해하기 위해서 정량화 모델링에 비대칭

구조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 하라.  

II 정량모델의 불균형이 모델

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는 보고서 계통설명에 설명

되어 있으므로 등급 II에 

해당 

 

QU-F5 DOCUMENT the process used to illustrate that the 

computer code(s) used to perform the quantification will 

yield correct results process. 

정량화를 수행하는데 사용된 컴퓨터 코드가 

정확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

도록 결과 산출 과정에 대하여 문서화 하라.

II 정량화 수행에 사용된 코드

의 결과 산출 과정은 

KIRAP을 이용한 사고경위

정량화 방법(KAERI/TR-

818/97)에 별도 문서화. 

LPSD PSA 에 dedicated 

문서가 아니지만 일반 정량

화 절차서로도 충분함. 

 

QU-F6 DOCUMENT limitations that would impact applications. 응용 또는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 사항에 대하여 문서화 하라.  

I 앞으로 PSA 결과를 활용하

기 위한 모델의 한계점 등

에 대해서는 문서화가 부족

함. 등급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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