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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고장수목 관련 계통 모델링 지침서는 고장 수목 분석자들에게 ASME PRA 

Standard 기준 2등급(Category II)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고장 수목을 작성하기 위

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특히, 본 문서에서는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모델의 고장수목을 ASME PRA 

Standard 기준 2등급(Category II)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개정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지침 및 관련 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계통분석은 사건수목 분석시 모델링한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함

이다.  계통분석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 가능하지만 본 지침서는 고장수목 분석 

(Fault Tree Analysis) 기법에 한정해서 작성하였다.  고장수목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즉, 이용 불능한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AND, OR 혹은 

NOT 의 논리게이트를 사용하여 연역적으로 도식화한 논리수목이다.  기기의 기계

적 고장, 공통원인고장, 인간오류, 시험 및 보수에 기인한 이용불능 등을 계통 고장

수목 모델에 포함한다.   

고장수목 분석을 위해서 먼저 각 계통의 정점사건 (Top Event)을 정의한다.  정점

사건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초기사건 

및 사고경위 분석과정에서 결정된다.  계통의 성공기준은 초기사건 및 사고 전개과

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동일 계통에 대해서도 여러개의 정점사건이 정의될 

수 있다.  다음에는 고장수목 구성의 기본 원칙과 기본사건 명명법에 따라 정점사

건에 대한 고장논리를 전개한다. 계통은 편의에 따라 몇 개의 단락 (Segment)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기 단위로 나누는 Top-Down 방식으로 고장수목을 구성한

다. 기본사건이나 게이트에 대한 설명문도 가능한 통일된 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특

히 주요 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표준 고장수목 논리를 따르므로 가능한 통일된 

고장수목을 구성한다.  인간오류, 공통원인고장, 시험/보수로 인한 요인 등도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모델링한다.  고장수목 논리전개는 유용한 신뢰도 자료가 있는 

최소 기기단위까지 수행되며, 이 최소단위를 기본사건 (Basic Event)이라 한다.  

본 고장수목 분석 지침서 제1절에서는 고장수목 분석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할 사

항들에 대한 정의 및 일반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제2절에서는 고장수목 구축에 

있어 필요한 기본 모델 지침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서에 기술된 고장수목 

분석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면 ASME PRA Standard 기준 2등급(Category II)을 만

족시키는 수준의 계통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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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원자력분야의 자원(resources)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위험도정보활용 적용/규제

가 원자력 분야 전체로 확대 적용되면서 위험도정보활용 적용/규제업무에 기반이 

되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의 품질이 중요시 

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PSA 수행시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방법론과 데이터의 

기술과 품질 수준은 개별 발전소의 PSA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미국의 원자력

기계학회인 ASME(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와 미국의 원

자력발전소 사업자 협의체인 NEI(nuclear energy institute)에서는 PSA의 기술수준

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침서인 ASME PRA Standard1)와 NEI PRA Peer Review 

Guidance2)를 발간하였다. 이들 지침서에는 위험도정보활용 적용/규제 분야에 따라 

사용될 PSA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사용 데이터와 방법, 그리고 문서화 

수준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기존에 수행되었던 국내 원자력발전소 PSA 대부분은, 설계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

인과 취약점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위험도

정보활용 적용/규제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 수행된 PSA의 검토와 이의 개

선이 필요하다. 표준원전의 PSA 모델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ASME PRA Standard와 NEI PRA Review Guidance를 사용하여 표준원전인 울진 

3,4호기의 PSA 모델3)을 평가하고 PSA 등급향상을 위한 보완사항을 파악하였다4,5). 

ASME PRA Standard의 PRA 기술요건이 NEI PRA Review Guidance보다 다소 더 

엄격하고, 국내외 규제기관이 ASME PRA Standard를 선호하기에 ASME PRA 

Standard를 사용하여 파악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원전의 PSA 모델을 개정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계통분석은 사건수목 분석시 모델링한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함

이다.  계통분석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사용 가능하지만 본 지침서는 고장수목 분석 

(Fault Tree Analysis) 기법에 한정해서 작성하였다.  고장수목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즉, 이용 불능한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AND, OR 혹은 

NOT 의 논리게이트를 사용하여 연역적으로 도식화한 논리수목이다.  기기의 기계

적 고장, 공통원인고장, 인간오류, 시험 및 보수에 기인한 이용불능 등을 계통 고장

수목 모델에 포함한다.  

고장수목 분석을 위해서 먼저 각 계통의 정점사건 (Top Event)을 정의한다.  정점

사건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초기사건 

및 사고경위 분석과정에서 결정된다.  계통의 성공기준은 초기사건 및 사고 전개과

정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동일 계통에 대해서도 여러개의 정점사건이 정의될 

수 있다.  다음에는 고장수목 구성의 기본 원칙과 기본사건 명명법에 따라 정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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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대한 고장논리를 전개한다. 계통은 편의에 따라 몇 개의 단락 (Segment)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기 단위로 나누는 Top-Down 방식으로 고장수목을 구성한

다. 기본사건이나 게이트에 대한 설명문도 가능한 통일된 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특

히 주요 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표준 고장수목 논리를 따르므로 가능한 통일된 

고장수목을 구성한다.  인간오류, 공통원인고장, 시험/보수로 인한 요인 등도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모델링한다.  고장수목 논리전개는 유용한 신뢰도 자료가 있는 

최소 기기단위까지 수행되며, 이 최소단위를 기본사건 (Basic Event)이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표준 원전 PSA 모델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장수목 모델링 지침을 개발하였다.  제2장 1절에서는 고장수목 분석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에 대한 정의 및 일반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제2절에서는 

고장수목 구축에 있어 필요한 기본 모델 지침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서에 

기술된 고장수목 분석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면 ASME PRA Standard 기준 2등급

(Category II)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계통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제2장 고장수목 분석 지침서 

본 문서는 고장수목 분석자들에게 ASME PRA Standard 기준 2등급(Category II)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고장수목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문서에서는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모델의 고장수목을 ASME PRA Standard 기준 2등급(Category II)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개정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지침 및 관련 사항을 제공한다.  

제1절에서는 고장수목 분석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에 대한 정의 및 일반

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제2절에서는 고장수목 구축에 있어 필요한 기본 모델 

지침을 기술하였다.  

 

제1절 고장수목 분석 관련 일반 사항 

원자력발전소의 고장수목 분석에는 모든 안전계통과 관련 보조계통들이 포함된다. 

또한 고장수목 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분석자가 참여한다.  따라서, 여러 분석자

가 여러 계통을 분담하여 고장수목을 구성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부적인 

분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 계통 고장수목 분석을 위해 기

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장수목 분석 지침 작성 및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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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수목 기본사건 및 게이트 명명법  

 계통 설계 및 운전 정보 이해 

 정점사건의 정의 및 성공기준 이해 

 대상 계통 선정 및 계통 경계 구분   

 계통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  

 단순 계통도 작성   

 계통간 연계성 및 종속성  

 기본 고려사항 및 가정사항 

   

1. 고장수목 분석 지침 작성 및 이해   

일관성 있는 계통 고장수목 분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장수목 구성과 정량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일반적인 분석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고장수목 분석의 기본적인 성격은 대상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의 

목적과 범위, 분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대상 계통, 사용되는 기기 신뢰도 자료, 

발전소 운전 상태 등이 PSA 성격에 의해 좌우되며, 이에 따라 계통 고장수목의 내

용 및 수준, 기본적인 가정사항 등이 결정된다.  

계통 고장수목 분석 기본 지침은 고장수목 모델을 구성하고 기본사건 고장 자료를 

입력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방법 및 가정사항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고

장수목 분석 방법론, 분석 대상 계통, 계통 경계(System Boundary), 계통간 연계성, 

고장수목 게이트 및 기본사건 명명법, 대표적 기기에 대한 표준 고장수목 논리 및 

고장 모드 등 주요 내용 전반이 포함된다.  분석자는 기본 지침을 통하여 계통분석

의 기술적 방법, 분석 범위 및 기본 가정사항, 계통간 연계 정보 등에 대한 전반적

인 기준을 이해한다. 기술적으로는 전기 및 유체 계통에 대한 주요 기기의 고장 유

형, 검사 및 보수로 인한 운전 정지, 인간오류 및 공통원인 고장 등에 해당하는 고

장 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기본 지침을 통해 습득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고장수

목분석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므로 여기에서 언급하는 기본 지침을 준

비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고장수목 기본사건 및 게이트 명명법 

복잡한 계통의 고장수목 분석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본

사건 및 게이트 명명법이다.  원자력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대형 시스템들의 계통들

은 대부분 대형 고장수목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대형 고장수목을 구성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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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사건 및 게이트에 대한 체계적인 명명법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름을 통해 해당 기본사건이 어떤 계통, 어떤 기기의 어떤 종류 고장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일된 명명법을 준비한다.  최소한 계통명, 기기명, 고장모드명, 

트레인 구분 등이 기본사건 이름에 포함되도록 한다.  본 지침서 부록 1에 표준 원

전 PSA에서 사용된 기본사건 및 게이트 명명법을 수록하였다.  

3. 계통 설계 및 운전 정보 이해 

계통 고장수목 분석을 위해서는 사전에 최소한 대상 계통의 기능 및 운전, 기기 특

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계 문서 및 도면, 계통 운전 교육 자료 

등의 문서를 수집하여 검토하며, 필요 시에는 설계자나 운전원과의 면담을 통해 관

련 계통의 기능 및 운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4. 정점사건의 정의 및 성공기준 이해 

고장수목의 구성은 대상 계통의 정점사건을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정점사

건이란 계통이 특정 운전조건에서 필요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건

으로, 초기사건 분석 및 사건수목 분석 단계에서 결정된다.  특정 운전 조건 및 필

요한 기능은 초기사건별로 사고경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초기사건별 

사건수목은 초기사건으로부터 발전될 수 있는 대표적 사고 시나리오들을 표현한 것

으로서, 사고 완화 및 종결을 위해 필요한 계통과 그 성공기준이 사건수목의 표제

로 정의된다.  따라서 계통의 성공기준은 초기사건 및 사고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 계통에 대해서도 사고경위별로 여러 개의 정점사건이 정의

될 수 있다.  

예로서, 표준 원전 PSA에서 고압안전주입계통의 경우는 3개의 운전모드(안전주입 

모드, 재순환모드, 고온관 및 저온관 재순환 모드)에 모두 5개의 정점사건이 정의된

다.  안전주입모드 및 재순환 모드에서 각각 2개의 정점사건을 정의하며, 대형 냉

각재 상실사고 분석을 위해 고온관/저온관 재순환 모드의 정점사건을 정의한다.  

표 1은 고압안전주입계통의 운전 모드 및 정점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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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압안전주입계통 고장수목 정점사건 및 관련 정보 

운전모드 
계통     

정점사건명 
정점사건 설명  관련 사건수목

 

 

안전주입모드 

GHSIETOP Failure to inject water from 
RWT to RCS through 2 of 3 

cold legs using 1 of 2 HPSI 

pumps 

 

중형 냉각재상
실사고 

 GHSIGTOP Failure to inject water from 

RWT to RCS through 1 of 4 

cold legs using 1 of 2 HPSI 
pumps  

소형 냉각재 상

실사고, 모든 

과도사건  

 

재순환 모드 

GHSRDTOP Failure to inject water from 
Sump to RCS through 1 of 3 

cold legs using 1 of 2 HPSI 

pumps  

대형 냉각재 상

실사고, 중형 

냉각재 상실사

고 

 GHSRGTOP Failure to inject water from 
Sump to RCS through 1 of 4 

cold legs using 1 of 2 HPSI 

pumps 

소형 냉각재 상

실사고, 모든 

과도사건  

고온/저온관 

재순환 모드  
GHSHBTOP Failure to inject water from 

Sump to RCS through 1 of 3 
cold legs and 1 of 2 hot legs 

using HPSI pumps: LOCA 

대형 냉각재 상

실사고 

5. 대상계통의 선정 및 계통 경계 구분  

PSA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노심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경위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노심손상 사고경위의 파악은 초기사건 분석 및 사건수목 분석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초기사건이 발생한 후 노심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사고를 종

료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통들이 파악되며, 해당 계통들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

요한 보조계통들이 결정된다.   

표준 원전 PSA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준 원전의 경우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형 사건수목/대형 고장수목(Small 

Event Tree/Large Fault Tree)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초기사건 발생 후 

노심을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계통들을 사건수목 표제로 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표제로 등장하는 계통들을 편의상 전위계통(Front-Line System)이

라 명한다.  반면 동력공급, 기기 및 기기실 냉각과 같이 계통운전에 필요한 계통들

은 전위계통 고장수목에 연결하여 모델링함으로써 계통간 상호 연관성을 반영한다.  

전위계통을 지원하는 계통들은 보조계통(Support System)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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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사건수목에 나타나는 계통 중에 저압안전주입계통이 있다.  이 저압안전

주입계통의 분석 범위에는 저압안전주입펌프가 포함되는데, 저압안전주입펌프의 고

장모드에는 일차측 기기냉각수 계통의 실패로 인한 펌프 기능 상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차측 기기냉각수 계통은 사건수목의 표제로서 나타나지 않지만 계통의 기

능상 저압안전주입계통의 분석에 필요한 계통으로서 고장수목 분석 대상 계통에 포

함된다.  또한 사건수목에 나타나는 계통 중에 잔열제거계통이 있다면 이 잔열제거

계통의 분석 범위에는 잔열제거 열교환기가 포함되며, 잔열제거 열교환기의 고장모

드에는 일차측 기기냉각수 계통의 실패에 의한 열교환기 기능 상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차측 기기냉각수 계통은 사건수목의 표제로서 나타나지 않지만 계통의 기

능상 잔열제거계통의 분석에 필요한 계통으로서 고장수목 분석 대상계통에 포함된

다.  그리고 노심 손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하나 방사선원항 

(Source Term)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계통도 고장수목 분석에 포함된다.  이렇

게 볼때 사건수목에 나타나는 모든 전위계통을 분석하다 보면 거의 모든 안전계통 

및 보조계통이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PSA를 위해 선정된 계통들은 편의에 따라 사건수목의 표제(Heading)로 모

델링되는 전위계통(Front-Line System)들과 표제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전위계통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보조계통(Support System)으로 분류한다.  표 2에는 표준 원

전 PSA에서 선정된 분석 대상 계통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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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준 원전 전위계통 및 보조계통 목록  

구       분  계 통 목 록  

고압안전주입계통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안전주입탱크 (Safety Injection Tank) 

저압안전주입계통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정지냉각계통 (Shutdown Cooling System)   

격납건물살수계통 (Containment Spray System) 

안전감압계통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원자로냉각재 압력조절계통 (RCS Pressure Control System)  

보조급수계통 (Auxiliary Feedwater System) 

주급수계통 (Main Feedwater System) 

 

 

 

전 위 계 통  

(Front Line  

Systems) 

주증기계통 (Main Steam System)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  

원자로보호계통 (Reactor Protection System)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Steam Generator Blowdown System)  

전력공급계통 (Electrical Power System) 

기기냉각수계통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필수용수계통 (Essential Service Water System) 

필수냉수계통 (Essential Chilled Water System)  

공기조화계통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보 조 계 통  

(Support  

Systems) 

압축공기계통 (Instrument Air System) 

 

6. 계통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 

ASME Standard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별 판정 기준과 II 등급을 만족하기 위한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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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료 수집 및 검토 관련 ASME 요건  

요건별  

판정 기준 
I II III 

등

급 
보완 사항  

SY-A2 계통분석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운전중인 계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 

계통 배관도, 전기도면(one-line diagram), 계측/제어도, 

공간배치도, 계통운전절차서, 비정상 운전절차서, 비상절차서, 

성공기준 계산, 최종 또는 개정 안전성분석보고서, 기술지침서, 

훈련 정보, 계통설명 및 관련 설계 문서, 실제 계통운전 경험 자료, 

계통 엔지니어 및 운전원과의 면담 

I 운전경험  

자료 검토와 

발전소 

직원과의 면담 

수행 

SY-A3 다음 사항을 정의하고 설정(establish)하기 위해 발전소 정보원을 

검토하라. 

a) 계통 기기 및 경계 

b) 다른 계통과의 종속성 

c) 계측/제어 요구조건 

d) 시험 및 정비 요구조건 그리고 훈련(practice) 

e) Tech. spec. 등에 의해 제한되는 운전상 제한 조건 

f) 기기 운전가능성과 설계제한치 

g) 정상 및 비정상 조건 하에서의 계통 운전 절차서 

h) 정상 및 비정상 조건 하에서의 계통 배열형태(configuration) 

I 정비 요구 

조건이나 

비정상 

조건하의 

배열형태 등을 

검토하여 반영 

요 

SY-A4 발전소 현장답사나 

면담 수행 위한 

요구조건 없음  

계통분석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운전중인 

계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계통 엔지니어 및 발전소 운전원과 

면담을 수행 그리고 발전소 현장 답사를 

수행하라. 

I 발전소 

직원과의 

면담과 

현장답사  

SY-A17 계통모델링 또는 사고경위 모델링시 계통을 분리 또는 트립시키는 

조건 또는 계통운전조건 이상에서의 운전으로 인하여 계통 실패를 

초래하는 조건을 포함하라. 

예를 들면 계통을 분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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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high reactor 

vessel water level isolation signal)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부변수(external parameter) 

c)나쁜(adverse) 환경조건 

I 계통 실패를 

유발하는 

조건에 대한 

검토 및 

공간적인 

문제는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 후 

모델에 반영 

SY-B8 계통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위해를 

파악하고, 고장수목이나 사고경위 평가 시에 그 사항을 설명하라. 

예를 들면 그 영향 평가 시, 정보원과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발전소 

현장답사 결과를 이용하라. 

I 공간적 환경적 

종속성 파악을 

위해 현장 

답사 및 모델 

반영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통 분석자는 ASME II 등급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상 

계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대부분은 발전소 

친숙화 과정에서 수집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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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 운전(System Operation) 

 계통 설계(System Design) 

 계통 기능(System Function) 

 연계성 및 종속성(Interfaces and Dependencies) 

 시험 및 보수(Test and Maintenance) 

 

상기 정보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문서로부터 얻을 수 있다.  

각 분석자는 표 4와 같은 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신이 모델하고 있는 계통의 관련 자

료가 표 3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완벽하게 검토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검

토 여부 및 검토 대상 자료명을 기입하여 이를 공식 문서로 PSA 총괄 분야에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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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통 정보 취득을 위한 발전소 정보원 목록 (SY-A2/A3/A4/A17) 

번호 자 료 검토여부 검토 대상 자료명 비고

1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FSAR)    

2 설계 문서 및 도면 (SD, IR 등)    

3 발전소 매뉴얼(manual)    

4 전기 단선도(electric single line 

diagram) 

   

5 제어 및 작동 회로도(control and 

actuation circuit diagram) 

   

각종 절차서    

종합운전절차서(general operating 

procedure) 

 종합-03 출력운전  

계통운전절차서(system operating 

procedure) 

 계통-03 안전주입

계통 

 

비상운전절차서(emergency operating 

procedure) 

 비상-02 원자로냉

각재상실 

 

비정상운전절차서(abnormal operating 

procedure) 

 비정상-58 안전주

입신호 오동작 

 

6 

정기점검절차서  정기-계-17 공학

적안전설비작동계

통 부계전기 기능

시험(운전중) 

정기-발-01 고압

안전주입펌프 운전

가능성 및 안전등

급 관련 밸브 시험 

정기-발-34 안전

등급밸브 동작시험 

정기-발-38 원자

로냉각재계통압력

격리밸브 누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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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자 료 검토여부 검토 대상 자료명 비고

 시험 및 보수절차서 (정비절차서)  정비절차서 

기-441-PP02-Q 

고압안전주입펌프 

기-441-V0321-Q 

고압안전주입 유량

제어밸브 

기-441-V0616-Q 

고압안전주입 모관 

격리밸브 

기-441-V0659-Q 

고압안전주입펌프 

최소유량 차단밸브 

 

7 기술운영지침서(technical specification)    

8 타 발전소 PSA 보고서    

9 안전성 관련 각종 연구 보고서    

10 발전소 운전원과의 면담     

11 계통 설계자와의 면담    

12 실제 계통운전 경험 자료  K-RDB  

13 현장 답사 (모델 반영 여부 확인 및 공간

적인 위해 사항 확인) 

   

 

상기 표의 6번에 포함된 각종 절차서는 고장수목 분석을 위해 각 계통 담당자가 필

히 검토해야 할 목록이다.  표에 제시된 절차서 외에 회복, 주기, 계기 및 경보 절

차서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상기 표의 12번 실제 계통운전 경험 자료라 함은 계통 운전 중 기기 또는 기타의 

고장이나 실수로 인해 해당 기기가 운전되지 못하는 사고 이력을 말하며, 이는 원

자력연구소 종합안전평가부에서 구축한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확인하도록 하

여야 한다. 

계통 검토 과정을 통해 기기의 위치, 운전 모드, 계통 구성, 운전 조건뿐만 아니라 

대상 계통이 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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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에서 요구되는 각 대상계통에 대한 분석범위도 규정하도록 한다. 

7. 단순 계통도 작성 

단순 계통도는 PSA 측면에서 분석 대상계통의 기능 수행에 관련된 모든 기기 및 

배관을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계통 설계 도면(Piping and Instrument Diagram: 

P&ID)은 고장수목 분석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을 매우 자세하게 

표시한다.  그러나 PSA에서 수행되는 계통 고장수목 분석에는 계통 설계 도면 내

용 중 일부 부분 혹은 정보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고장수목 구성 및 이해의 편

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PSA에서 정의된 계통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배관이나 기기

만을 명확히 표시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한 단순 계통도를 구성한다.  이 과정

을 통하여 분석자는 계통의 성공적인 운전에 필요한 주요 기기들을 파악하고 고장

수목 논리 구성의 기본 아이디어을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순 계통도 

작성 내용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단순 계통도 작성 내용 

단순계통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분석자는 자신이 작성한 

단순계통도에서 표4의 고려 대상이 적절히 고려되었는 지를 표4의 점검표를 이용

하여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PSA 총괄 분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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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단순 계통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목록 

계통 고려 대상 포함 여

부 

비고 

주배관 반경의 1/3보다 큰 우회배관   

모든 주요기기 (예, 펌프, 구동밸브, 열교환기, 

탱크) 

  

최소우회유로 (Minimum Recirculation Lines)   

정상유로에 있는 수동 및 체크밸브 (소규모 시

험관에 있는 것은 제외) 

  

안전관련 유체계통 

(Front-line Fluid 

System) 

격납건물 경계 표시 (사고시 접근 불가능한 기

기들을 나타내기 위함) 

  

냉각수 공급 계통의 주요기기 (열교환기, 펌

프, 주요 밸브) 

  보조 유체계통 

(Support Fluid 

System) 

 

안전계통의 성공을 위해 격리되는 부하나 냉

각이 요구되는 부하의 냉각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고장  

  

전기공급계통 

(Electric Power 

System) 

주요기기(예, 디젤, 모선, 축전지, 축전기, 변환

기, 차단기 등)를 포함한 전기계통 단선도

(Single-Line Diagram) 

  

계기 및 제어계통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계기 및 제어 계통의 단순계통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작동신호에 대한 정보는 명시

한다. 

  

계통분석에서 고려하는 공기조화계통 부하 표

시 

  

각 공기조화계통 부하에 영향을 주는 주요기

기 (Damper, Fan) 

  

공기조화계통 운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기기

(Compressor, Damper) 

  

공기조화 계통 

(HVAC System) 

 

격납건물 경계 표시 (사고 시 접근 불가능한

기기들을 나타내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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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고려 대상 포함 여

부 

비고 

증기 발생기    

주증기 배관 및 증기방출밸브 (ADV, MSSV)    

터빈우회증기방출유로 (TBV)   

복수기   

이차측 동력변환계

통 (Power 

Conversion 

System) 

 

주급수 및 보조급수계통     

안전감압계통 (SDS)   일차측 감압계통 

(Primary 

Pressure Relief 

System) 

가압기 안전밸브 (PSV) 및 차단밸브    

압축공기계통 

(Instrument Air)  

압축공기공급계통의 주요 기기와 압축공기를

공급받는 주요 부하  

  

 

나. 단순 계통도 작성 

단순 계통도를 작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특히 중요한 작성 지침은 밑줄로 표

시되어 있으므로, 이들 지침은 단순 계통도 작성에 있어 확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계통별 상세 P&ID, 전기계통 단선도 및 부하목록(Load List), 관련 보조 도면 

및 기기별 도면 등을 확보한다.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여 계통 내에서 주요한 유체 흐름 및 전기 배열을 확인한

다.  또한 도면상에서 유체나 동력의 흐름이 합쳐지고, 나뉘어지고, 다른 유로로 

전환되는 사항 등을 확인하며, 주요 공정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 등을 점검

한다.  그리고 안전계통과 보조계통과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상세 P&ID를 단순 계통도 형태로 재구성한다.  단순화는 상세 도면의 모든 배

관 및 기기 중에서 PSA 관점에서 정의된 계통 정점사건의 기능 수행에 관련된 

배관 및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배관 및 기기를 생략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과

정에서는 계통 운전이나 기기 운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배관 및 기

기를 누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예로 펌프에 연결된 시험유로나 최소우회유로 

등이 기기 운전 기능에 영향을 준다면 고장수목 구성 시 모델링 해야 할 사항이

므로 생략해서는 안된다.  기기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라도 운

전 및 보수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것이면 단순 계통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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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 유로의 횡단 면적이 주 유로의 10 % 이하일 경우에는 생략하여도 무방하

다. 일반적으로 우회유로의 직경이 주요 배관의 직경의 1/3 이상이면 계통분석

에 포함한다.       

 단순 계통도상에 기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가능한 원래의 상세 도면에서 사용한 

부호를 따르도록 하며, 단순 계통도에 나타낸 모든 기기는 적절한 기기 번호를 

부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원래의 상세 도면에 나타난 번호

를 확인번호로 사용한다.  

 안전주입 작동신호(SIAS) 나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ESFAS)에 의해 작동되

는 격리 밸브, 펌프 및 회로 차단기 등과 같은 능동 기기 (Active Component)

는 단순 계통도상에 꼭 표기되어야 하며, 어떠한 신호를 받는가도 표기되어야  

한다. (예 : SI-667은 RAS CLOSE, SI-646은 SIAS OPEN 등)       

 격납건물과 다른 건물 사이에 설치된 방호벽의 위치는 단순 계통도상에 점선으

로 표시한다. 이 경계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Inside Containment" 와 

"Outside Containment" 라고 명시하기도 한다. 

 단순 계통도에는 계통의 운전 모드를 표시하여 계통도에 나타난 기기 배열이 어

떤 운전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현재 기기의 상태 및 고장시 기기의 위치 변화를 약속된 약자로 표기한다. (예 : 

SI-659는 LO, FC 등) 

 정기 시험 및 보수시 사용되는 압력계 및 유량계 증을 단순계통도상에 명시하도

록 한다. 

 작성된 단순 계통도상에는 원래 상세 도면을 참고문헌으로 명시한다.  

8. 계통간 연계성 및 종속성(System Interfaces & Dependency)  

보조계통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 전위계통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위계통 

및 다른 보조계통에 전기나 작동 신호, 냉각수 등을 공급한다.  다시 말하면, 한 계

통의 기능 상실은 계통 자체 내의 기기 고장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전기공급 

계통과 같은 보조계통의 기능 상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계통간의 

상관성을 종속성으로 표현한다.  계통 종속성은 두 계통간의 배타적 의존, 지원, 작

동 또는 격리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공용성은 한 계통이 다른 계통의 전체 또

는 일부를 공유할 때, 또는 한가지 특정 기능의 수행에 두 계통 (또는 두 부품, 또

는 한 계통과 다른 계통의 부품들)이 관여할 경우에 생긴다.  예를 들어 고압안전

주입계통은 저압안전주입계통, 정지냉각계통 및 관련 배관 및 기타 부품들을 공유

한다.    

계통 종속성은 두 계통이 서로 상관 관계를 가질 때 생긴다.  이러한 계통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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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존재한다.  

  

 한 계통이 전원 또는 밸브 운전용 공기를 다른 계통에 의존할 경우  

 한 계통이 다른 계통을 작동시킬 경우, 예를 들면 안전주입 작동신호는 고압안

전 주입펌프를 작동시킨다. 

 한 계통이 다른 계통의 기능을 지원할 경우, 예를 들면 기기냉각수 계통은 정지

냉각계통을 지원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계통 고장수목 구성 시 자체 기기의 고장 논리뿐만 아니라 보조계통의 이

상에 의한 기능 상실이 논리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보조계통들의 고

장수목을 별도로 구성하고, 보조계통 고장수목 혹은 그 일부를 다른 계통 고장수목

의 전이(Transfer) 게이트로 모델링함으로서 계통간의 종속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계통간의 연관 관계를 정확히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계통의 경계 및 타 계통

과의 연관 관계를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4.16kV AC 전력계통에 대한 

고장수목은 그 4.16kV AC 모선에 연결된 모든 펌프의 고장수목에 전이 게이트로 

모델링된다.  계측 및 제어계통, 공기조화계통, 냉각수계통 등의 보조계통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연계성이 모델링된다.  이러한 계통간 상호 연계성 및 종속성을 쉽게 

확인하고 정의하기 위하여 고장수목간의 연계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정리한 후 고

장수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는 분석 대상 계통의 계통 경계와 타 계통

과의 종속성을 고려한 고장수목을 한 예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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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OF HPSI PUMP-1
SUPPORTING SYSTEMS

GHSMPSUA

Page  9  35  48

Page  51

SIAS TRAIN-A FAILURE

GFSSIASA

FAILURE OF HPSI MP01A
DUE TO LOSS OF ROOM

COOLING

GHSMP01ARM

LOSS OF HPSI PUMP
MP01A ROOM COOLING

GHCHPSIPA

HPSI MP01A FAILS TO
RUN WITHOUT ROOM

COOLING

HSMPR01ARM

1.00E+00

4.16KV 01A NOT
AVAILABLE

GEK01A

125V DC 01A NOT
AVAILABLE

GED01A

 

 

그림 1  계통 경계 및 타계통과의 종속성을 고려한 고장수목 예 

 

표 6는 표준 원전의 여러 계통간의 종속성과 공용성을 정리한 예이다. 이 표는 각 

계통이 발전소의 다른 계통들과 연계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수직축(참조계통) 과 수평축(연계계통) 모두 동일한 계통 목록을 갖는다.  표 6  에 

사용된 계통 코드는 표 8에 나타낸 바와 같다.  참조계통과 연계계통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코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공통부품을 연계계통과 공유하는 계통 (CE) 

• 연계계통에 의존하는 계통 (D) 

• 연계계통을 지원하는 계통 (S) 

•  연계계통을 작동시키는 계통 (A) 

• 연계계통에 의해 작동되는 계통 (AB) 

• 해당계통과 관련이 없는 계통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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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표준 원전 계통 연계성 및 종속성 (1/3) 

Reference*       

Interfacing 
HPSIS LPSIS SCS CSS SDS AFWS 

HPSIS ** CE CE CE   

LPSIS CE ** CE CE   

SCS CE CE ** CE   

CSS CE CE CE **   

SDS     **  

AFWS      ** 

MFWS      CE 

MSS      D 

CVCS CE CE  CE   

EPS(Vital) D D D D D D 

DG D D D D D D 

CCWS D D D D  D 

ESWS D D D D  D 

ECWS D D D D  D 

HVAC D D D D  D 

IAS      D 

ESFAS AB AB  AB  AB 

RP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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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준 원전계통 연계성 및 종속성 (2/3) 

Reference*    EPS   

Interfacing 
MFWS MSS CVCS (Vital) DG CCWS 

HPSIS   CE S S S 

LPSIS   CE S S S 

SCS    S S S 

CSS   CE S S S 

SDS    S S S 

AFWS CE S  S S S 

MFWS    S S S 

MSS    S S S 

CVCS    S S S 

EPS(Vital) D D D ** S/D S/D 

DG D D D S/D ** S/D 

CCWS D D D S/D S/D ** 

ESWS D D D S/D S/D D 

ECWS D D D S/D S/D S/D 

HVAC D D D S/D S/D D 

IAS D D D    

ESFAS       

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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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준 원전계통 연계성 및 종속성 (3/3) 

Reference*       

Interfacing 
ESWS ECWS HVAC IAS ESFAS RPS 

HPSIS S S S  A  

LPSIS S S S  A  

SCS S S S    

CSS S S S  A  

SDS S S S    

AFWS S S S S A A 

MFWS S S S S   

MSS S S S S   

CVCS S S S S   

EPS(Vital) D D S/D    

DG D D S/D    

CCWS D D S/D    

ESWS ** D S/D    

ECWS D ** S/D    

HVAC D S/D **    

IAS    **   

ESFAS     **  

RPS      ** 

CE - Common Element   D - Dependent   S - Supports   A – Actuates   AB - Actu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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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표준 원전 계통 코드   

계 통 코 드 계   통   이   름 

HPSIS 고압안전주입계통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SIT 안전주입탱크 (Safety Injection Tank) 

LPSIS 저압안전주입계통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SCS 정지냉각계통 (Shutdown Cooling System) 

CSS 격납건물 살수계통 (Containment Spray System) 

SDS 안전감압계통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CVCS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RCSPCS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제어계통 (RCS Pressure Control System) 

AFWS 보조급수계통 (Auxiliary Feedwater System)  

MFWS 주급수계통 (Main Feedwater System) 

MSS 주증기계통 (Main Steam System) 

SGBS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Steam Generator Blowdown System) 

EPS 전력공급계통 (Electric Power System) 

DG 디젤발전기 (Diesel Generator) 

CCWS 기기냉각수계통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ESWS 필수용수계통 (Essential Service Water System) 

ECWS 필수냉수계통 (Essential Chilled Water System) 

HVAC 공기조화계통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IAS 압축공기계통 (Instrument Air System) 

ESFAS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 

RPS 원자로 보호계통 (Reactor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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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서화 

본 지침서에 의하면 상당 부분 그 근거나 가정사항에 대해 문서화를 수행해야 한다.  

문서화 기준은 부록 2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며, 각 계통의 Sytem Notebook에 

첨부하도록 한다.  

 

제2절 고장수목 작성 지침 

본 절에서는 고장수목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 작성 지침을 

제공한다. 모든 고장수목 분석자는 본 절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고장수목 작성 원칙  

기본원칙 1 : 기본사건의 내용을 기술하되 고장의 유형 및 내용을 정확히 기술한다.  

이 원칙에 따라 고장의 원인 및 내용을 기술하면 상당히 긴 문장이 될 수도 있다.  

참고로 고장수목분석 코드인 KIRAP코드에서는 최대 82자까지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장수목 분석 코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술할 수 있는 범위가 제

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면서도 다른 분석자나 검토자가 알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을 기술해야 한다.  

 

기본원칙 2 : 고장 원인이 기기고장인지 혹은 시스템, 노드, 단락 단위의 고장인지

를 분류한다. 

고장의 유형을 판단하여 기기고장이면 OR 게이트를 사용하여 기기고장의 원인을 

차례로 나열한다.  만일 기기 단위 이상의 고장이면 성공기준에 따라 AND 혹은 

OR 게이트를 사용하여 논리를 전개한다.  모든 게이트가 기기 단위 혹은 타 계통 

연결 논리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기본원칙 3 : 한 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다른 고장의 진행을 우연히 차단시킬 수 있

다고 보면 안된다(기적 불발생의 원칙).  

예를 들어 어떤 계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하는 밸브

가 오류에 의해 밸브가 닫히려는 순간, 밸브의 작동 계전기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

에 밸브가 닫히지 않아서 계통이 성공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 원칙에 해

당된다.  더욱이 고장수목은 고장에 관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에 관한 논

리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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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4 : 대상 게이트의 모든 입력은 그 입력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하부 논

리를 확장하기 전에 완전히 정의한다(게이트 완결의 원칙).  

고장수목의 구성은 단계별로 전개하여야 하며, 한 단계를 완전히 구성한 후에 다음 

단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기본원칙 5 : 게이트의 입력은 고장 사건이 기술된 것이어야 하며, 한 게이트는 다

른 게이트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게이트 불연결의 원칙). 

게이트 대 게이트의 직접 연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완성된 고장수목에 대

하여 최소단절집합을 구하거나 정량화할 때는 관계 없으나, 실제로 고장수목을 구

성할 때 게이트와 게이트를 연결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원칙 6 : 고장수목의 구성은 분석 대상 계통의 이용불능을 직접 초래하는 기기 

및 하부 계통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로서 보조급수계통의 경우, 증기발생기에 보조급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부터 시

작하여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보조급수 공급 유로를 역으로 추적하면서 고장수목을 

구성한다. 

 

 기본원칙 7 : 여러 기기에 동시에 기능을 제공하는 보조계통은 보조 계통의 공통 

부분만을 보조계통 고장수목에서 고려하고, 기능을 제공 받는 계통에 관련된 부분 

(밸브, 열교환기 등)은 관련계통 고장수목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일차측 기기냉각해수계통(ESWS)이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기가 일차측 기

기냉각수 열교환기, 필수냉각수 열교환기 등이 있다고 하자.  일차측 기기냉각 해수

계통의 고장수목은 공통 부분인 해수유입부분과 방출부분만 대상으로 분석하고, 나

머지 기기들은 해당 열교환기 기능 실패에 관한 고장 논리에 포함시켜 해당 계통 

고장수목에서 직접 모델링한다. 여러 기기에 동시에 기능을 제공하는 보조계통은 

보조 계통의 공통 부분만을 보조계통 고장수목에서 고려하고, 기능을 제공 받는 계

통에 관련된 부분 (밸브, 열교환기 등)은 관련계통 고장수목에 포함시킨다.  

 

기본원칙 8 : 현재 RM 모델 및 PSA 모델은 앞으로 위험도 정보 활용 측면 및 

CRMP(Configuration Risk Management Program) 운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단순

계통도상에 표시된 기기는 기기 단위의 고장모드를 모델링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stand-by 계통의 경우 정상 운전시 열려 있는 밸브의 경우 통상 transfer close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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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하지 않으면 해당 밸브는 단순계통도상에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밸브의 고장모드는 모델에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단순계통도상에 나타

난 밸브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고장모드를 모델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고장수목 작성시 고려사항  

 일관성 있는 고장수목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석 방법 및 수준, 절차에 관

하여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며, 분석자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함으로

써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주로 분석 대상 계통의 범위, 논리 기호, 기본사

건 코드 및 인간오류와 공통원인고장의 표현 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상기 

내용은 본 지침서를 따른다.  

 계통이 상세하게 모델링되지 않고 계통 단위의 신뢰도 데이타를 사용할 경우 다

른 계통과 공통된 실패 사건은 분리하여 모델링한다.          

 분석을 수행하기 전 계통분석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전위계통과 기타 보

조계통과 연관된 부분, 즉 전력공급계통, 구동신호계통, 물, 오일, 공기 등을 공

급하는 보조계통 등의 장치나 배관은 여러 계통에 공통되므로 계통 범위를 결정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계통 설명 및 도면 작성시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주의한다.      

 고장수목에는 계통의 이용불능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고장모드

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시험 및 보수정지도 포함되며, 시험 및 보

수 후 기기를 제 위치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인간오류와 사고대응과 관련한 인간

오류도 포함된다.    

 종속고장 (Dependent Failure) 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한다 :  

 초기사건과 계통과의 사고 대응에 있어서의 상호관계  

 공통 보조계통의 고장이나 실패로 인해 한 개 이상의 전위계통이나 기능 종

속관계(Functional Dependence)에 있는 기기가 영향을 받을 경우 

 공통 시험 및 보수(Common Test and Maintenance Activities)에 관련한 인

간오류   

 전위 계통간에 공유된 기기   

 다중 실패사건(Multiple Failure Events)에 대한 정확한 원인-영향 관계를 계통

분석 시 분명하게 모델링 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의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다

중실패인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과 여러 계통을 동시에 이용 불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오류에 의한 다중실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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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수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은 고장수목에서 생략할 수 있다.  단 타당한 근거에 의한 명확한 기

준(표 12 참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이의 근거를 문서화 하도록 한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시험 절차서는 시험 동안 발생 가능한 모든 고장모드의 내

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확인된 모든 사항은 문서화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시험과 관련된 고장원인으로는 운전원이 시험 완료 

후 시험을 위해 폐쇄하였던 유로의 밸브를 원상태로 개방하여야 하나 운전원 오

류에 의해 원상태로 개방하지 않는 인간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특정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펌프와 안전장치를 정지시키는 것은 공통

모드 고장(Common Mode Failure)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다.  

예를 들어 낮은 흡입압력 문제로 보조급수펌프를 이상 정지시키면 계통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계속적인 운전을 수행하는 계통 중 두 개 이상의 다중 계열(Multiple Trains)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운전 중에는 한 개의 계열만으로 교대 운전하는 계통이 

있다.  이런 계통의 분석에서 만약 두 개의 계열 중 한 개의 계열이 정상운전 

상태로 모델링 된다면 나머지 한 개의 계열은 대기 중인 상태로 모델링 하게 된

다.  그러나 비정상 조건하에서 어떤 계열이 운전 가능하고 어떤 계열이 대기 

상태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계통의 다중 계열이 다음과 같은 사항

을 만족하는가를 결정함으로써 운전 및 대기 상태의 계열을 가정, 계통 모델을 

단순화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각 계열은 운전 및 대

기 상태의 두 가지 경우로 분리하여 모델링 되어야 하며, 두 개 모델은 해당 계

열이 수행 가능한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각 계열은 대략적으로 거의 같은 시간 동안 운전된다.  

 각 계열에 구성된 기기 식별 번호(Identical Number)와 기기의 사양이 같지 

않다면 유사한 기기로 구성한다. 

 각 계열의 운전 실패는 비슷한 결과와 상황을 발생한다.  

 

그림 3와 같이 고압안전주입계통의 경우 3개월 마다 최소 우회유로를 통해 정기시

험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시 MOV SI-699를 닫고 시험한 후 운전원이 시험 종

료 후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SI-699 전단 수동밸브 SI-476의 스템이 떨어

져 있는 상태 변화를 과연 정기시험 3개월마다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련 절차

서 검토, 현장답사 또는 운전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여 모델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압안전주입계통 뿐만 아니라 저압안전주입계통, 보조급수계통 

등에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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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압안전주입계통 단순계통도  

 

3. 분석의 상세 정도 (Level of Detail) 

고장수목의 상세 정도 즉, 기본사건의 분해 정도는 설계 수준, 고장 데이타 유무, 

모델에 대한 이해 범위 및 처리 능력, 분석 결과에 대한 해독 및 유용성 등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결정 기준은 특정 계통에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전체 계통 고장

수목분석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분석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은 고장 데이타의 유무로, 예를 들어 고장수목의 어느 단계에서 한 밸

브가 작동 요구 시 열림 실패되는 사건이 정의되었지만, 열림 실패의 원인들(즉 밸

브축의 고장 또는 전선의 결함 등)에 대한 고장률 정보가 없다면 작동 요구 시 열

림 실패의 수준보다 더 확장시켜 분석할 수 없다.  또한 펌프에 대한 신뢰도 자료

가 펌프와 제어회로(Control Circuit) 등의 고장을 모두 포함한다면, 펌프 베어링으

로 인한 펌프의 고장, 제어회로의 고장 등을 분리하여 모델링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장수목은 분석에 사용하는 기기신뢰도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그 분석 

수준이 결정된다.  고장수목 구성의 상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은 상대

적으로 낮은 발생 확률을 지닌 기본사건을 결정하여 고장수목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배관, 열림 상태로 잠긴 밸브(Locked Open Valve)와 같은 수동기기(Passive 

Component)나 낮은 발생 확률을 지닌 고장은 고장수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와 같은 분석 수준을 결정하는 지침은 계통의 고장수목 구

성 시 전 과정에 걸쳐서 일관성이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고장수목의 한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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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밸브의 작동 요구 시 열림 실패만 모델링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열림 실패의 

원인까지 모델링 해서는 안된다.  

ASME PRA Standard의 계통 관련 지침인 SY-A13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에나타낸 

바와 같이 “모델에 포함된 기기들의 고장모드는 이용 가능 데이터 및 모델링 수준 

정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라고 

요구하고 있다.  표 10에 ASME SY-A13에서 요구하는 고장모드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본 지침서를 이용하는 분석자는 적어도 표 10의 고장 모드 점검표를 이용하

여 자신이 분석하는 계통의 고장수목에서 이들 사항이 반영되었는가 점검하여야 하

며, 모델에 반영되지 않은 고장모드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표 12에 나타낸 선별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면 계통 이용불능도와 비신뢰도 (즉, 

기기의 특정 고장모드) 기여 인자들은 모델링에서 생략할 수 있다. (ASME-SY-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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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고려해야 할 기기의 고장모드 목록 (SY-A13) 

번

호 

고장모드(영문) 고장모드(한글) 반영 

여부 

비고

1 Active component fails to start 능동 기기 기동 고장   

2 Active component fails to continue 

to run 

능동 기기 연속 운전

고장 

  

3 Failure of a closed component to 

open 

닫혀 있는 기기의 열

림 고장 

  

4 Failure of a closed component to 

remain closed 

닫혀 있는 기기의 닫

혀 있는 상태 고장 

  

5 Failure of an open component to 

close 

열려 있는 기기의 닫

힘 고장 

  

6 Failure of an open component to 

remain open (transfer closed) 

열려 있는 기기의 열

려 있는 상태 고장 

  

7 Active component spurious 

operation 

능동 기기의 이상 열

림 

  

8 Plugging of an active or passive 

component 

능동 또는 수동 기기

의 막힘 

  

9 Leakage of an active or passive 

component 

능동 또는 수동 기기

의 누설 

  

10 Rupture of an active or passive 

component 

능동 또는 수동 기기

의 파단 

  

11 Internal leakage of a component 기기의 내부 누설   

12 Internal rupture of a component 기기의 내부 파단   

13 Failure to provide signal/operate 

(e.g., Instrumentation) 

신호 발생 고장/작동 

고장 (예: 계측장치) 

  

14 Spurious signal/operation 이상 신호/작동   

15 Pre-initiator human failure events 사고전 인적 오류   

16 Other failure of a component to 

perform its required function 

기기에 요구된 기능 

실패하는 다른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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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모델링 선별 기준 (ASME-SY-A14) 

기준 검토 

여부 

적용 기기 

번호 

표 10에 나타낸 기기의 고장모드 중 다음과 같은 선별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계통 이용 불능도와 비신뢰도 기여 인

자의 모델링이 생략 가능 

  

1 계통운전에 같은 영향을 초래하는 기기고장 모드의 총

실패 확률값이 계통운전에 같은 영향을 초래하는 같은

계통 계열(train) 내의 다른 기기의 가장 높은 실패 확률

값보다 적어도 2 승(order) 정도 낮은 경우라면 해당 기

기는 모델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기기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고장모드는 그 고장모드가

기기의 전체 고장율 또는 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기기의

총 고장률 또는 확률 값의 1% 이하라면, 계통운전에 같

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제외될 수 있다. 

  

3 시험이나 정비 활동 동안 또는 후에 생기는 위치 결함과

같은 기기의 위치 결함(position faults)의 경우 그 기기

가 자동 신호를 받아 요구된 상태로 있게 되는 상황, 그

리고 그 기기가 신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다른 위치 결

함, 예를 들면 차단기를 뽑아 두어 신호를 못 받게 되는

경우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선별 가능하다. 

  

상기 3가지 선별 기준에서의 기여 인자 생략이라 함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 근거한다.  따라서 특정 기기가 고장남으로 해서 다중 계통 

또는 계통의 다중 트레인을 이용 불능하게 할 경우에 있어서는 상기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하여도 생략해서는 안된다. 

4. 기기별 표준 고장수목 논리  

여기에서는 계통 분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 기기에 대한 표준 고장수목 논리를 제

시한다.  동일 유형의 펌프나 밸브의 경우 기기 고장수목 논리는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들 주요 기기에 대한 표준 고장수목 논리의 

사용은 계통별 고장수목 사이의 일관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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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  

펌프는 구동 방식에 따라 모터구동펌프, 증기구동펌프, 디젤구동펌프가 있으며, 펌

프의 타입에 따라 원심형(Centrifigual) 타입과 왕복동(Replacement) 타입이 있다.  

그러나, 이런 구동 방식이나 펌프 타입에 따른 차이로 고장수목 논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펌프 구동방식이나 타입에 따라 다른 기기 고장률을 사용한다.  

펌프의 고장수목 논리는 운전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로 평상시 운전 중인 펌프와 대기 중인 펌프의 고장수목 논리는 일부분이 틀리게 

된다. 평상시 운전 중인 펌프는 펌프 작동 중 실패(Fail to Run) 사건이 없는데 반

해 대기 중인 펌프는 기동 실패 사건이 고장수목에 포함된다.  

펌프 기능 상실에는 아래와 같은 고장원인들이 포함된다.  이들 중 운전 방식에 따

라 불필요한 고장 유형과 관련 없는 보조계통 부분을 삭제하여 해당 펌프의 표준 

고장수목을 구성한다. 

 

 펌프 기동실패  

 펌프 작동실패  

 펌프 시험 혹은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  

 펌프간의 공통원인고장  

 보조계통 기능상실  

 펌프 구동전기 상실 

 펌프 구동 증기공급계통 상실  

 펌프 작동신호 상실  

 펌프 냉각 상실  

 펌프룸 냉각 상실  

 

나. 밸브  

밸브도 펌프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준 고장수목을 구성한다.  구동 방식 및 밸브 타

입에 따른 차이는 신뢰도 자료에서 반영하며, 표준 고장수목에는 밸브의 운전 방식

에 따른 차이를 표현한다.  다만 일부 타입의 밸브에서 특정 고장 유형은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하에 모델링하지 않는다.  예로 밸브의 기능상실 원인 중 열림/닫

힘실패 (Fail to Open/Close) 와 'Transfer Closed'가 모두 고려될 수 있는 경우,  

'Transfer Closed' 항목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작다고 판단되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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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의 모델링 선별 기준에 의해 선별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 운전시 열려있는 밸브는 밸브 제조상의 결함 또는 환경적인 영향

에 의해 밸브 스템이 밸브 구동기로부터 분리되어 유로가 막히는 현상, 즉 열려있

는 밸브의 닫힘 현상(Transfer Closed)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장모드의 

모델링 여부는 각 밸브의 주어진 환경, 계통 분석자의 판단 그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각 계통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모

델링을 수행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 운전시 열려 있는 밸브의 모델링시 고장모드 Tansfer Closed

를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해당 밸브의 고장모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모델

링 되며, 또한 이는 앞으로 위험도 정보 활용 측면이나 CRMP(Configuration 

Risk Management Program) 운영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Transfer 

Closed의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모델링하도록 한다.  

 게이트 형태의 Manual 밸브의 경우 밸브 스템이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

장모드 Tranfer Closed를 모델링 하여야 한다. 

 글로브 형태의 모터구동밸브의 경우 밸브 스템이 떨어진 상황은 주제어실에서 

판단 불가능하므로 고장모드 Transfer Closed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밸브 전

후단에 압력차도 없고 밸브에 스트레스를 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밸브 스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도 첫 번째 이유에 근거하여 모델링 하도록 한다.  

다만 Transfer Closed 이외에 다른 고장모드가 모델링 되어 있으며, 표 12의 

선별기준에 해당된다면 Transfer Closed 고장모드는 선별 가능하며, 그 근거를 

표 12에 명시하여야 한다. 

 

밸브 기능 상실에는 아래와 같은 고장원인들이 포함된다.  이들 중 운전 방식에 따

라 불필요한 고장 유형과 관련 없는 보조계통 부분을 삭제하여 해당 밸브의 표준 

고장수목을 구성한다.  

  

 밸브 열림 혹은 닫힘 실패  

 밸브 열림 유지 실패 (Tranfer Closed during Mission Time)  

 밸브 시험 혹은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  

 밸브간의 공통원인고장  

 시험 혹은 보수 후 밸브 원위치 실패 인간오류  

 보조계통 기능상실  

 밸브 구동전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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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 작동신호 상실  

 

그림 4은 닫힘 상태로 대기 중인 모터구동밸브가 사고시 열림 신호를 받을 때, 이

에 대한 표준 고장수목을 예로 정리한 것이다.  정상 운전 중 닫힘 상태를 유지하

는 밸브에 대해서는 열림 신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는 열림 실패, 시

험 및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 다른 트레인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밸브와의 공통

원인고장 그리고 구동 전력 및 신호 상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6는 열림 상태로 대기 중인 모터구동밸브가 사고시 열림 상태를 유지하지 못

하고 닫혀 있는 경우에 대한 표준 고장수목을 예로 정리한 것이다.  정상 운전 중 

열림 상태를 유지하는 밸브에 대해서는 사고시에도 열림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밸브 스템(Stem) 등의 절단에 의해 스스로 닫히게 되는 밸브 열림 유지 

실패 그리고 시험 및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다른 트

레인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밸브와의 공통원인고장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 

밸브가 같은 시점에 같은 고장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열림 상태의 밸브 특성상 매

우 낮기 때문이다.   

   

Valve MV 02 
Fails to Open

Valve MV 02 
Unavailable 
due to T & M

Failure of 
 Supporting 

Systems

CCF of Valve 
MV 02 & MV 11

to Open

Loss of 
Electric Power

Loss of Signal
to MV 02

Valve MV 02 
Fails to Open

 

그림 4  닫힘 상태의 밸브에 대한 표준 고장수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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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MV 03 
Fails to Keep 
Open State

Valve MV 03 
Unavailable 
due to T & M

Valve MV 03 
Transfers 
Closed

 

그림 6  열림 상태의 밸브에 대한 고장수목 예 

 

다. 지원보조계통 관련 기기 모델링 

ASME Standard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별 판정 기준과 II 등급을 만족하기 위한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9  지원보조계통 관련 ASME 요건 및 보완사항 

요건별  

판정 기준 
I II III 등급 보완 사항  

SY-B12 임무 수행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공기, 전력 및 냉각수 등의 

양과 가용한 재고량을 비교하라. 정당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모델에 이러한 양을 다루어라.  

I 임무수행시간 동안 

공기, 전력, 

냉각수 등의 가용 

양 비교분석 수행 

 

각 계통 모델에 포함되는 지원보조계통 관련 기기, 예를 들면 탱크, 압축공기, 전기 

등의 모델링은 기존의 고장수목 구성 방법을 따르며, 특히 관련 기기의 고장모드 

고려시 표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임무 수행 시간 동안 가용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서나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각 계통담당자는 각 계통에 다음과 같은 기기

가 모델링될 경우 아래 표 13과 같은 모델링 근거를 확보한 후, 부록 2에 계산서나 

근거를 문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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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지원보조계통 관련 기기 모델링 근거 

기기명 모델링 근거  근거 확보 및 

문서화 여부 

비고 

탱크 임무 수행 시간 동안 가용한 수원의 양에

대한 계산 근거 확보 

  

압축공기 압축공기 상실시 공기구동밸브 등과 같이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전기   

(배터리) 

발전소 정전사고시와 같이 배터리를 사용

할 경우 배터리의 가용 시간에 대한 근거 

  

 

라. HVAC 상실로 인한 주요 전기기기실 및 펌프실 모델링  

기본적으로 HVAC 상실시 주요 전기 기기실 및 펌프실은 고장수목에 모델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학적 분석 결과에 의해 HVAC 상실로 인한 영향이 

기기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모델링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모델링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부록 2에 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마. ESFAS-ARC 및 PCS 모델링 

현재 울진 3,4 RM 모델에는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PPS에서 ESFAS 를 받는 사항

까지만 모델링 되어 있고 또한 각 기기에 ESFAS를 받는 여부를 기본사건으로 처

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중간의 과정, 즉 ESFAS-ARC를 거쳐 ILS (울진의 경우는 

PCS)에 오는 과정은 생략이 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부분의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는 새로 작성된 내부 문서인 U34-1FI-

PG-FT-002-R0-2004 “ESFAS-ARC & PCS 모델링 지침서”를 참고하여 모델링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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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PMS

PPS

RPS ESFAS

ESFAS
-ARC

YGN: ILS
UCN: PCS

TCB

Relay 1
Relay 2

.

.

.
(2개월

교번시험/
압력경계

제외)

Safety
System

기계
OOS

ESFAS

ESFAS
Interface/

OOS

Model되어 있는 부분

(현재 Model)

그림 8  RM 상의 I&C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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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장수목 구성 시 기본 가정사항  

표준 원전 사고경위 분석에 사용된 기본가정을 나타낸 것이며, 아래 사항을 계통 

분석에 적용하여 고장수목을 구성한다.  

  

 계통의 작동시간(Mission Time)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24시간으로 한다. 

 운전 중인 펌프는 기동실패를 고려하지 않는다.  단지 소외전원 상실과 같이 펌

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통 기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오리피스, 압력 및 온도 지시계의 고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전기계통의 고장수목에서 기기 이상으로 인한 사고의 시작은 초기사건 선정 시 

고려되므로 고장수목 분석 시에는 회로차단기 이상 열림이나 모선 혹은 회로의 

단락(Short) 등만을 모델링 한다.  

 펌프, 밸브 고장수목 구성 시 관련 회로차단기(Circuit Breaker)는 기기경계 내

에 포함된다고 가정하여 별도로 모델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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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장수목 기본사건 및 게이트 명명법 

본 절은 표준 원전 PSA에서 사용하는 고장수목 명명법을 기술하고 있다. 이름을 

통해 해당 기본사건이 어떤 계통, 어떤 기기의 어떤 종류 고장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자료 관리나 처리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다음

과 같은 명명법을 준비하여 사용한다. 이 명명법은 게이트 명명법과 기본사건 명명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게이트 명명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G X X - - - - - - - - - - - - - 

 

울진 3,4에서 사용된 PSA 코드인 KIRAP의 경우 게이트 이름은 위의 예에서 보듯

이 최대 16자로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자리는 항상 "G" 로 시작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에는 각 계통을 가리키는 계통 약어를 쓴다.  4 번째부터 16 번째 자

리는 다른 게이트 이름과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한다. 

GHSIGLP1A의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인 HS는 고압안전주입계통을 의미하

며, 나머지 IGLP1A는 loop1A를 통한 원자로냉각재 주입을 의미하게 된다. 

나. 기본사건 명명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S S C C F - - - - - - - - - - - 

  

위 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인 SS에는 계통을 가리키는 계통 약어를 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인 CC에는 부품을 가리키는 부품 약어를 쓰며, 다섯 번째 자

리인 F는 고장모드를 나타낸다. 6 번째부터 16 번째 자리는 각각의 다른 부품의 기

본사건들과의 구별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11자리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여기에는 계통도에 표기된 부품의 이름 및 간단한 사건 설명을 표기함으로써 다른 

기본사건들과 구별을 한다.  

HSMVO0636B의 경우 HS는 고압안전주입계통을, MV는 모터구동밸브를, O는 열림 

실패(Fail to Open)을, 그리고 0636B는 고압안전주입계통의 모터구동밸브인 SI-

636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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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1에는 고장모드의 약어가 정리되어 있다.  

 

부록 표 1  계통 약어 

계 통 약 어  계   통   이   름  

RC 원자로냉각재계통 (Reactor Coolant System) 

ST 안전주입탱크 (Safety Injection Tank) 

HS 고압안전주입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LS 저압안전주입계통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SC 정지냉각계통 (Shutdown Cooling System) 

( SC와 LS가 공유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LS" 를 사용한다. ) 

CV 화학 및 체적 제어계통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CS 격납건물살수계통 (Containment Spray System) 

CF 격납건물 환풍 냉각기계통 (Containment Fan Cooler System) 

PS 가압기 살수계통 (Pressurizer Spray System - Main, Aux) 

PG 가압기 가스 방출계통 (Pressurizer Gas Vent System) 

PZ 가압기 안전밸브 (Pressrizer Safety Valve) 

MS 주증기계통 (Main Steam System) 

CD 복수기계통 (Condensate System) 

MF 주급수계통 (Main Feedwater System) 

AF 보조급수계통 (Auxiliary Feedwater System) 

BD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 (Steam Gnerator Blowdown System) 

CC 기기냉각수계통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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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통 약 어  계   통   이   름  

CW 필수냉수계통 (Essential Chilled Water System) 

SW 필수용수계통 (Essential Service Water System) 

WI 발전소 냉수계통 (Plant Chilled Water System) 

WH 터빈건물 개방 냉각수계통 (Turbine Building Open 

Cooling Water System) 

WT 터빈건물 폐쇄 냉각수계통 (Turbine Building Closed 

Cooling Water System) 

RW 원수계통 (Raw Water System) 

HC 비상노심냉각계통 기기실 공기조화계통 (ECCS 

Equipment Room HVAC) 

HA 보조건물 공기조화계통 (Auxiliary Building HVAC) 

HE 공학적 안전설비 스위치 기어실 공기조화계통 (ESF 

Switch Gear Room HVAC) 

HD 디젤 발전기실 공기조화계통 (Diesel Generator Room 

HVAC) 

HH 취수구 구조물 및 펌프 건물 배기계통 (Intake Structure 

/ Pump House Ventilation System) 

IA 압축공기계통 (Instrument Air) 

DP 다중보호계통 (Diverse Protection System) 

CX 순환수 계통 (Circulating Water System) 

CA 복수기 진공 계통(Condenser Vacuum System) 

CM 격납건물 감시 계통 (Containment Monitoring System) 

DW 탈염수 계통 (Demineralize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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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통 약 어  계   통   이   름  

NR 노심외 감시 계통 (Ex-core Monitoring) 

PC 발전소 제어계통 (Plant Control System) 

PN 핵증기공급 제어 계통 (NSSS Control System) 

RP 원자로 보호계통 (Reactor Protection System) 

TS 터빈 발전기 감시 계통 (TBN Generator Supervisory) 

TO 주 터빈 윤활유 계통 (Main Turbine Lube Oil System) 

1E급 전기 

EO 4.16KV보다 높은 전력 

EK 4.16KV 버스 

EL 480V 교류전원 부하 센터  

EM 480V 교류전원 모터제어센터 

EA 120V 교류전원 

ED 125V 직류 전원 

EG 비상 디젤발전기계통 (Emergency Diesel Generator 

System) 

비 1E급 전기 

NH 13.8KV보다 큰 전력  

NO 13.8KV 버스 

NK 4.16KV 버스 

NL 480V 교류전원 부하 센터 

NM 480V 교류전원 모터제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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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통 약 어  계   통   이   름  

NA 120V 교류전원 

ND 125V 직류전원 

NG 비 1E급 디젤발전기  

FS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 (Engineering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RP 원자로보호계통 (Reactor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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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2  부품 약어 

부 품 약 어  부   품   이   름  

MV Motor Operated Valve  

AV Air Operated Valve 

CV Check Valve 

VV Manual Valve 

LV Solenoid Valve 

RV Relief Valve 

SV Safety Valve 

EV Electro Hydraulic Operated Valve 

XV Other Valves 

MP Motor Driven Pump 

DP Diesel Driven Pump 

DG Diesel Generator 

AC Air Compressor 

AB Blower / Ventilation Fan 

AU Air Handling Unit / Air Cleaning Unit 

AD Air Dryer 

AS Air Separator 

CQ Cubicle Cooler 

CU Chiller Unit 

FL Filter / Strainer 



 

 45

부 품 약 어  부   품   이   름  

FE Flow Element / Orifice 

NZ Nozzles 

DM Dampers 

TK Tanks 

PI Piping 

HX Heat Exchanger (Including Steam Generator) 

CD Condenser 

TB Turbine 

HT Heater 

HR Heat Tracing 

BY Battery 

BC Battery Charger 

HB Circuit Breaker (around 4 KV) 

LB Circuit Breaker (around 600V) 

RB Reactor Trip Breaker 

FS Fuse 

XH Transformer (High Voltage) 

XM Transformer (4 KV to 600 / 408V) 

XL Transformer (Low Voltage) 

SP Sump 

GD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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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품 약 어  부   품   이   름  

SY Switchyard 

BS Bus 

LC Load Center 

MC Motor Control Center 

PN Distribution Panel 

CR Converter 

IR Inverter 

VR Voltage Regulator 

FT Flow Transmitter 

PT Pressure Transmitter 

차압 전송기 (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TT Temperature Transmitter 

LT Level Transmitter 

PW Pressure Switch 

VW Level Switch 

MW Manual Switch 

QW Torque Switch 

LW Limit Switch 

TW Temperature Switch 

SW Other Switch 

CA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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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품 약 어  부   품   이   름  

CO Coil 

AL Alarm 

AN Annunciator 

ID Indicator 

BI Bistable 

RY Relay 

SQ Sequencer 

CP Capacitor 

DI Diode 

RS Resistor 

IK Interlock 

CK Control Circuit 

SK Actuation Signal Generating Circuitry 

FW Flow Switch 

OP Operator Action 

PK DPS 신호 처리기 (Signal Processor) 

BI 바이스테이블(Bistable) 

BR 바이스테이블 출력 계전기 (Bistable Relay) 

LR 논리 매트릭스 출력 계전기 (Logic Matirx Relay) 

QR 중첩 계전기 ()Interposing Relay) 

KR 개시 계전기 (Initiation R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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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품 약 어  부   품   이   름  

XR 인터페이스 계전기 (Interface Relay) 

TC MG Set 출력 회로 (Control Circuit) 

ML 계측 Loop 전원 공급기 (Instrumentation Loop Power 

Supplies) 

MW 수동 스위치 (Manual Pushbutton) 

CC 노심보호 연산기 (Core Protection Calculator) 

RC 제어봉 연산기 (CEA Calculator) 

ED 교정출력 연산기 -LP (Calibrated Average Power 

Calculator) 

대수 출력 연산기 –GP (logarithmic Power Calculator) 

서브채널 출력 연산기 (Sub-channel Power Calculator) 

NE 노외 중성자속 검출기 (Ex-core Neutron Flux Detector) 

TE 온도 측정기 (Temperature Element) 

SS 원자로 냉각재 펌프 속도 감지기 (RCP Speed Sensor) 

OT 리드 스위치 위치 전송기 (RSPT;Reed Switch Position 

Transmitter) 

UV 저전압 트립 장치 (Under-voltage Trip Device) 

ST 분로 트립 장치 (Shunt Trip Device) 

RB 원자로 정지 차단기 (TCB;Trip Circuit Breaker) 

IS PCS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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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 3  고장모드 약어 

약     어  고  장  모  드   

S Fails to Start 

R Fail to Run / Continue Operating 

O Fail to Open 

C Fail to Close 

T Transfer Closed 

G Fail to Reclose / Reseat 

P Plugged 

L Leakage (Reverse / Internal) 

B Leakage (External) / Rupture / Break 

Y Fails While Operating / Fails to Maintain Output 

A Fails to Provide Output / Fail to Actuate / Generate 

Actuation Signal 

I Spurious Operation 

M Unavailable Due to Test / Maintenance 

H Operator Error to Perform a Task / Operator Inadvertent 

Action   

V Operator Recovery Action Failure 

U Operator Fails to Restore After T&M 

X Electrical Short 

N Open Circuit 

E Fails to Energize 

D Fails to Deenergize 

F Failure (General) 

W Common Cause Failure (Demand) 

K Common Cause Failure (Operating) 

Z Modularize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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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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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통별 모델링 기준 및 근거 자료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각 계통별 모델링 기준 및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이 (1), 

(2)의 번호순으로 작성한 후, 작성된 출력물을 각 계통의 System Notebook 맨 뒤

에 첨부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아래 그림과 같이 고압안전주입계통의 경우 3개월 마다 최소 우회유로를 통해 

정기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시 MOV SI-699를 닫고 시험한 후 운전원이 

시험 종료 후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SI-699 전단 수동밸브 SI-476의 스템

이 떨어져 있는 상태 변화를 과연 정기시험 3개월마다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

련 절차서 검토, 현장답사 또는 운전원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SI-699 후단

에 PI-309가 설치되어 있어 SI-476 스템이 떨이진 경우에는 압력계에 압력 상승

이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확인 가능, 따라서 SI-476 스템 분리는 3개월마다 수행

되는 정기-발-01 시험시에 확인 가능한 것으로 모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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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WT 용량 

재장전수 탱크의 내부 용적은 650,000 gal이며, 발전소 정상 운전 중에는 최소 

600,000 gal의 붕산수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이대 붕소의 농도는 4,000-4,400 

ppm 이고, 여기에서 표현된 최소 600,000 gal 은 재순환 작동신호 발생 전 모든 

공학적 안전설비 펌프가 최대 유량으로 운전될 때까지 최대 20분(+ 15% 여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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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전될 수 있는 용량을 의미  

 

(3) HPSI 계통 Top Event 정리 

Top Event Description Parent 

Events 

Description Remark

GMXEBOR-

FNB 

Failure of Emergency 

Boration using F&B 

Operation 

 

G-U3-SL-

GRP3 

Small LOCA Seq. (HPI 

failure) 

 

G-U3-ST-

GRP4 

SGTR Seq. (HPI failure)  

G-U3-SB-

SQ6 

LSSB CD Seq. #6 (u3; 

sdcn*afllssb*hpi14n) 

 

G-U3-SB-

SQ13 

LSSB CD Seq. #13 (u3; 

sra*afllssb*hpi14n)  

 

G-U3-SB-

SQ 19&25 

LSSB CD Seq. #19&25 (u3; 

hpi14n) 

 

G-U3-SB-

GRP3 

LSSB CD Seq. #27 (u3; 

return to power) 

 

G-U3-GT-

SQ6 

GTRN CD Seq. #6 (U3; 

sdcn*afln*mfln*hpi14n)  

 

G-U3-GT-

SQ 19&25 

GTRN CD Seq. #19&25 (U3; 

hpi14n)  

 

G-U3-LP-

SQ6 

LOOP CD Seq. #6 (U3; 

sdclop*aflop*hpi14n) 

 

G-U3-LP-

SQ13 

LOOP CD Seq. #13 (U3; 

sra*afllop*hpi14lop) 

 

GHSIGTOP Failure of HPSI 

Injection 1/4 

G-U3-LP-

SQ 19$25 

LOOP CD Seq. #19&25 (U3; 

hpi1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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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Event Description Parent 

Events 

Description Remark

G-U3-AT-

SQ6 

ATWA CD Seq. #6 (U3; 

sdcn*afln*hpi14n) 

 

G-U3-AT-

SQ14 

ATWS CD Seq. #14 (U3; 

sra*afln*hpi14n) 

 

  

G-U3-AT-

SQ 21&27 

ATWS CD Seq. #21&27 (U3; 

hpi14n) 

 

GHSIHTOP

-ML 

Failure of HPSI 

Inj. 2/4 (no 

credit for 

broken cold leg) 

G-U3-ML-

SQ5 

Medium LOCA CD Seq. #5 

(U3; iml*hpi23n) 

 

     

G-U3-SL-

SQ8-10 

Small LOCA CD Seq. #8,9,10 

(U3; failure of HPR) 

 

G-U3-SL-

SQ16 

Small LOCA CD Seq. #16(20) 

(U3; advallo*hpr14n) 

 

G-U3-SL-

SQ20&25 

Small LOCA CD Seq. #20&25 

(U3; hpr14n) 

 

G-U3-ST-

SQ5 

SGTR CD Seq. #5 (U3; 

sdcn*flsgtr*hpr14n) 

 

G-U3-ST-

SQ16 

SGTR CD Seq. #16 (U3; 

sra*flsgtr*hpr14n) 

 

G-U3-ST-

SQ26&31 

SGTR CD Seq. #26&31 (U3; 

hpr14n) 

 

G-U3-SB-

SQ5 

LSSB CD Seq. #5 (U3; 

sdcn*afllssb*hpr14n) 

 

G-U3-SB-

SQ12 

LSSB CD Seq. #12 (U3; 

sra*afllssb*hpr14n) 

 

GHSRGTOP Failure of HPSI 

Recirculation 

1/4 

G-U3-SB-

SQ18&24 

LSSB CD Seq. #18&24 (U3; 

hpr1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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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Event Description Parent 

Events 

Description Remark

G-U3-GT-

SQ5 

GTRN CD Seq. #5 (U3; 

sdcn*afln*mfln*hpr14n) 

 

G-U3-GT-

SQ12 

GTRN CD Seq. #12 (U3; 

sra*fln*hpr14n) 

 

G-U3-LP-

SQ18&24 

LOOP CD Seq. #18&24 (U3; 

hpr14n) 

 

G-U3-LP-

SQ5 

LOOP CD Seq. #5  (U3; 

sdclop*afllop*hpr14lop) 

 

G-U3-LP-

SQ12 

LOOP CD Seq. #12  (U3; 

sra*afllop*hpr14n) 

 

G-U3-GT-

SQ18&24 

GTRN CD Seq. #18&24 (U3; 

hpr14n) 

 

G-U3-AT-

SQ5 

ATWA CD Seq. #5 (U3; 

sdcn*afln*hpr14n) 

 

G-U3-AT-

SQ13 

ATWA CD Seq. #13 (U3; 

sra*afln*hpr14n) 

 

  

G-U3-AT-

SQ20&26 

ATWA CD Seq. #20&26 (U3; 

hpr14n) 

 

     

G-U3-LL-

SQ4 

Large LOCA CD Seq. #4 (U3; 

ill*hpr13n) 

 GHSRGTOP

-L&ML 

Failure of HPSI 

Recir. 1/4 (no 

credit for 

broken loops) 
G-U3-ML-

SQ4 

Medium LOCA CD Seq. #4 

(U3; iml*hpr13n) 

 

     

G-U3-LL-

SQ3 

Large LOCA CD Seq. #3 (U3; 

ill*hphr12n) 

 GHSHBTOP

-L&ML 

Failure of Hot 

and Cold Leg 

Recirculation 

(no credit for 

broken hot leg) 

G-U3-ML-

SQ3 

Medium LOCA CD Seq. #3 

(U3; iml*hphr12n (medium 

LOCA cond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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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고장수목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즉, 이용 불능한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AND, OR 혹은 NOT 의 논리게이트를 사용하여 연역적으로

도식화한 논리수목이다.  기기의 기계적 고장, 공통원인고장, 인간오류, 시험 및 보수에

기인한 이용불능 등을 계통 고장수목 모델에 포함한다.   

본 계통 모델링 지침서는 고장수목 분석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에 대한 정의 및

일반적인 설명과 고장수목 구축에 있어 필요한 기본 모델 지침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서에 기술된 고장수목 분석 방법과 절차를 따른다면 ASME PRA Standard 기준

2등급(Category II)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계통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주제명 :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 고장수목 분석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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