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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PSA 및 중대사고 평가 결과의 사고관리 웅용 방안 연구 

1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현재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은 국가적인 차원의 규제를 통하여 충 

분한 수준올 유지해 오고 있다. PSA는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용가 

능하다고 인정된 정량적 안전수준올 유지하고 있음올 보증하는 수단으로써의 역 

할올 해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PSA가 개별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 취약성 규명 

과 그 대책마련에 그 이용도가 높게 형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TMI와 체르노벌의 사고를 통해서 노섬손상과 방사능물질의 누출 

올 야기하는 중대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올 갖게 됨으로써， 기폰의 심충 

방어원리에 입각한 공학적 안전설비 외에 셜계기준올 초파하는 사고에 대처할 부 

가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둥장한 사고관리의 개 

념은 섬충방어원리의 확장으로써， 기존의 보수적설계에 의해 생긴 안전여유도 (시 

간， 자원， 장비 둥)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심 용융올 억제 또는 중단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결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으로 신규 호기에 대한 개별원전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외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온 PSA 및 중대사고 현상연구의 결과 

를 사고관리계획 수립올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및 방법론의 마련 

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차후 국내의 개별 원 

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 수립올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III.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심손상 방지 방안 도출 

- PSA 및 중대사고 연구결과의 사고관리에의 웅용에 관한 국제적 동향올 파 

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차후 연구와 국내 응용방안 도출의 기초를 마련한다. 

- PSA 연구 및 IPE를 통하여 해당 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대한 계통 및 인적 

취약점올 평가하여 사고관리를 보조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그것들올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올 탐색한다. 

- 중대사고 연구결과로 얻어진 현상의 이해와 PSA 결과로 부각된 취약정 둥 

올 바탕으로 설계기준 초과사고에 대한 노섬손상 방지 및 용융진행 중단올 

위한 대책올 도출할 방안올 연구한다. 

2. 사고완화 방안 도출 

- 사고완화에 동원될 수 있는 계통， 기기 및 자원들에 대해서 이들올 사고관 

리에 이용하기 위한 방안들올 조사한다. 

- 하나의 전략이 한편에서는 사고관리에 유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볼리한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충되는 전략에 대해서 이들올 해결하기 위한 방안올 

제시한다. 

- 중대사고 평가결과의 불확실성올 인지하고 전략 및 절차서의 작성 시 이것 

들을 취급하기 위한 방안올 탐색한다. 

3. 중대사고관리 지원을 위한 전산기법의 응용 

- PSA의 결과와 그 부산물인 CET를 이용하여 중대사고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올 구축한다. 

- 대상원전으로서 System 80+를 선정하여 시스템올 개발하고 시스템의 성능 

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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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ical U ser Interface를 이용한 사고관리 지원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올 

타진한다. 

IV. 연구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노섬손상 방지 방안 

PSA는 발전소의 취약성과 성능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가장 기 

본적인 도구이다. 사고관리에 대한 기초로써 PSA는 사고경위를 규명하고 성공 

경로를 밝히고 위험올 줄이며 운전원 훈련에 대한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PSA 

는 노섬손상 빈도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서로 다른 사고들과 안전계 

통의 영향올 규명한다. 또한 PSA는 초기의 대량 방사능 누출올 일으키는 사고 

들과 이러한 사고들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관리 

대책이 필요한 부분올 밝히며 기능상실파 노심손상 사이에 방지적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사고완화 방안 

PSA 결과를 통하여 사고완화를 위한 다음의 전략들이 일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a) 방출올 완화하고 고압 노심 용융올 피하기 위한 일차측 bleed에 의한 일차 측 

의 감압; 

(b) 의도적인 점화 둥에 의한 수소 연소 그리고 수소 분포 제어， 수소 제거， 격납 

용기 비활성화， 혼합증진올 위한 촉매반웅 장치의 개발; 

(c) 파압에 의한 격납용기 손상올 방지하는 격납용기 여과 배출; 

(ð) 원자로공동내의 용융노섬올 냉각시키기 위한 원자로공동 침수; 

(e) 격납용기 냉각 계통 및 격납용기 살수 계통; 그라고 

(f) 축전지 용량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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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해서 전체 위험도에의 부정적인 영향올 조사하는 평가가 수행되었다. 

PSA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대부분은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진행올 수행시 

키는 인간의 행위를 예측하는 어려움에서 기언하므로 운전원의 역할올 감소시킴 

으로서 불확실성올 감소시킬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또 다른 기여인자는 중 

대사고시 일부 기능의 실패에 대한 확률 계산에서 비롯되는데， 따라서 이들 사고 

중 일부에 대한 발생 가능성의 제거 및 방사성물질 방출 완화 계통의 설계 기준 

올 변경시킴으로써 불확실성올 감소시킬 수 었다. 

3. 중대사고관리 지원을 위한 전산기법의 응용 

사고관리전략 개발 시， PSA 결과 및 격납용기 사건수목과 같은 부산물올 최대 

한 활용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 격납용기 사건수목은 격납용기 성능평가에서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와 같이 중대사고 관리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방법론올 제 

공할 수 있다. 사고관리 지원시스템은 Graphical U ser Interface와 결합될 때， 더 

욱 효파적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시스템은 이러한 유형의 방법론에 대 

한 적용가능성 타진 정도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가지 사항 

이 보완된다면 이 방법론은 사고관리 전략의 개발과 훈련에 매우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주어진 사고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사고관리 전략의 도출올 위한 

규칙기반이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현상 및 발전소 패러미터들에 대 

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Fuzzy 이론과 같은 방법론들이 동원 

될 수 있올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단순히 관찰이 가능할 뿐이나， 실재 적용이 

나 훈련용으로의 사용올 위해서는 사용자의 조치가 직접적으로 결파에 반영되도 

록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MAAP 코드와 갇은 중대사고 시율레이션 수단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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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1e 

U se of PSA and Severe Accident Assessment Results for the Accident 

Management 

11. Objectives and 1mportance of the Project 

PSAs have been performed to ensure that the safety of a nuclear 

installation is maintained to meet the generally accepted quantitative criteria 

recently. PSAs are regarded as useful methodology to identify vulnerabili앙 

against severe accident and to prepare the countermeasures. At the same 

time, the accidents in TMI and Chernobyl aroused the attention for the 

possibility of severe accident. Thus, it became necessary to provide the 

additional measures for management of beyond-design basis accident. The 

concept of accident management was emerged in these backgrounds and 

actually was an extension of the defence-in-depth principle. The goal of 

accident management is to stop core melting otherwise to minimize the 

consequence by best utilizing safety margin (time, resources, equipment, etc.) 

which will be provided by the traditional conservation for design. The 

objectives for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basic principle or methodology 

which is applicalble to accident management, by using the results of PSA and 

severe accident research, and also faciliate the preparation of accidents 

management progra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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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study was perforrned as follows: 

1) Derivation of Measures for Core Damage Prvention 

-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trend for the application of PSA results to 

accident management. 

- Assess the vulnerability for system and human performance through 

PSA or IPE, and find the possibility for using it. 

- Investigate the possible measures for core damage prevention and melt 

retention in the event beyond design basis by using the result of PSA. 

2) Derivation of Measures for Accident Mitigation 

- Investigate the available system, equipment and resources for accident 

management and the plan for utilizing them. 

- ldentify the conflicting measures which are beneficial to one side and 

have adverse effect on the other sides, and investigate the plan for resolving 

the problem. 

- Identify the uncertainties in the result of severe accident assessment, and 

find the method for treating them in preparing strategies and procedure. 

3) Application of Computerized Tool to Assess Severe Accident 

Management 

- Construct accident menagement supporting system by using PSA results 

and i않 by-products. 

- Develop. the system based on System 80+ as a prototype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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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and verify its performance. 

- Study the effectiveness of supporting system when a Graphical User 

Interface is integrated into it.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 for Application 

1) Core Damage Prevention 

PSA is a basic t。이 that can be used in obtaining the understanding for 

vulnerabi1ity and 야rformance for a nuc1ear power plant. As a basis for 

accident management, PSA can identify the accident sequences, success path, 

the method for reducing risk, and can establish the basis for operator training. 

PSA also provides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on core damage frequency and 

identifies the effectiveness of safety systems. The accident sequences which 

cause the early large scal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 and the fraction of 

it to the total frequency are provided by PSA. PSA can identify the plant 

equipmrnts which need measures and give information about the time 

available for preventive action between the loss of function and core melt. 

2) Accident Management 

- Generally following strategies are derived for accident mitigation by 

using the PSA result. 

(a) Primary system depressurization to prevent high pressure core melt and 

to mitigate the release. 

(b) Equipment for hydrogen ignition and distribution control, inerting and 

enhancement of mixing. 

(c) Containment filtered vent to prevent overpressurization fa i1ure. 

(d) Cavity f100ding to cool the molten fuel in the reactor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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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ontainment long terrn c∞ling and spray system. 

(f) Increasing the battery capacity. 

- For each strategies, the negative effect on overall risk must be assessed. 

- Major uncertainties in PSA result are resulted from the difficulty in 

predicting the perforrnance of human. They can be reduced by minimizing 

the role of 0야rator. Another contribution for uncertainty comes from the 

probability calculation for failure of critical safety functions, and the 

uncertainty can be reduced by eliminating the occurrences of them and by 

changing the design criteria for release mitigation system 

3) Computerized Tool to Assess Severe Accident Management 

In developing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PSA results and their by -

products such as containment event trees should be utilized. A containment 

event tree could provide a structured way for the systematic analysis of 

containment phenomena, and also for severe accident management. Severe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based on PSA results could be veη effective 

means to cover weak points of a plant and to reduce the resulting 

consequence for the severe accidents. An accident 'management guide system 

can be more effective when coupled with graphical user interface. 

The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is restricted to show the feasibility of 

this kind of methodology. Thus further studies on the following subjects are 

strongly recommended. 

(a) The rules that extract appropriate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for a 

given accident progression states need to be more sophistigated. 

(b) Uncertainties involved in accident phenomena and parameter valu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is purpose, some methodologies 

such as fuzzy set theory can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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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or the training purpose, user feedback to accident progression should 

be ref1ected to the resulting consequences. A fast running severe 

accident analysis code or an alternative neural network model is 

required for this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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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로
 

L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은 국가적인 차원의 규제를 통하여 

충분히 높은 수준올 유지해 오고 있다. 특별히 PSA는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수용가능하다고 인정된 정량적 안전수준올 유지하고 있음올 보증하는 수 

단으로써의 역할올 해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PSA가 개별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 

취약성 규명과 그 대책마련에 그 이용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 

서 선규원전에 있어서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PSA를 통하여 설계취약점 제거와 안 

전수준 보증이 이루어 지도록 규제요건화 되고 있으며， 기존 원전에 대하여는 

PSA를 통한 안전성 점검과 중대사고 취약점 규명이 권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TMI와 체르노벌의 사고를 통해서 노심손상과 방사능물질의 누출올 

야기하는 중대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올 갖게 됨으로써， 기존의 섬충방어 

원리에 입각한 공학적 안전설비 외에 설계기준올 초과하는 사고에 대처할 부가적 

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동장한 사고관리의 개념은 

섬충방어원리의 확장으로써， 기존의 보수적설계에 의해 생긴 안전여유도 (시간， 

자원， 장비 둥)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섬 용융올 억제 또는 중단시키고， 그렇지 못 

할 경우 그 결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올 목표로 한다. 그간의 연구결파를 볼 때， 계 

측분야의 개선， 중대사고 대용지침의 구비 둥의 비교적 손쉬운 대책올 통하여서 

도 중대사고로 부터의 위험도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때 

로는 중대사고 완화를 목적으로한 별도의 계통올 설치할 경우 중대사고 완화에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옴이 밝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고관리계획의 수립올 위해서는 개별원전에 있어서 중대사고에 

대한 취약점이 밝혀져야 하며， 전체 위험도에 큰 영향올 주는 사고경위， 안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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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 이용가능한 자원， 시간 둥이 규명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PSA는 그러한 필요요건들에 대한 직관 및 이해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PSA결과 

및 지금까지의 중대사고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를 사고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으로 신규 호기에 대한 개별원전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시 

점에서， 국내외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온 PSA 및 중대사고 현상연구의 결과를 

사고관리계획 수립올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및 방법론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차후 국내의 개별 원전 

에 대한 사고관리계획 수립올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원자 

력시설의 안전은 국가적인 차원의 규제를 통하여 충분히 높은 수준올 유지해 오 

고 있다. 특별히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Probabalistic Safety Analysis: PSA)는 

원자력시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하다고 언정된 정량적 안전수준올 유지 

하고 있음올 보증하는 수단으로써의 역할올 해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PSA가 개 

별 원전에 대한 중대사고 취약성 규명과 그 대책마련에 그 이용도가 높게 평가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신규원전에 있어서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PSA를 통 

하여 셜계취약점 제거와 안전수준 보증이 이루어 지도록 규제요건화 되고 있으 

며， 기존 원전에 대하여는 PSA를 통한 안전성 점검과 중대사고 취약정 규명이 

권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TMI와 체르노벌의 사고를 통해서 노심손상과 방사능물질의 누출올 

야기하는 중대사고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올 갖게 됨으로써， 기존의 심충방어 

원리에 입각한 공학적 안전설비 외에 설계기준올 초과하는 사고에 대처할 부가적 

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둥장한 사고관리의 개념은 

섬충방어원리의 확장으로써， 기존의 보수적설계에 의해 생긴 안전여유도 (시간， 

자원， 장비 등)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섬 용융올 억제 또는 중단시키고， 그렇지 못 

할 경우 그 결과를 최소화시키는 것올 목표로 한다. 그간의 연구결과를 볼 때， 계 

측분야의 개선， 중대사고 대옹지침의 구비 등의 비교적 손쉬운 대책올 통하여서 

도 중대사고로 부터의 위험도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고 었으며， 때 

로는 중대사고 완화를 목적으로한 별도의 계통올 설치할 경우 중대사고 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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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역할 및 그 내용올 살펴보면 PSA는 무엇이 잘못될 수 

있으며， 어떻게 일어나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는 고장 

시나리오를 알기 위한 타당하고 구조적인 접근방법올 제시하며， 원전 또는 위험 

수반 산업의 수치적 위험 추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개념적이고도 수학적인 기법 

올 제시한다. 원전에 대한 PSA는 보통 세 단계 중에 하냐에 대해서 수행되며， 

각 단계는 PSA 결과가 비교 평가될 수 있는 PSC에 대응된다. 

Level-l PSA는 노심 손상올 야기할 수 있는 사고 추이들올 규명한다. 

Level-l PSA는 설계의 강점 및 약점올 파악하고， 보건과 환경에 영향올 미치는 

소외 방사능 대량 방출올 야기하는 사고의 선행 인자인 노섬 손상의 방지 방법올 

제공한다. 

Level-2 PSA는 발전소로부터 방사능 누출이 어떻게 일어냐는지를 알려주며， 

방사능 누출의 정도 및 빈도를 추정하고， 방사능 누출의 심각성 측면에서의 노심 

손상 사고 추이의 상대적 중요성과 노심 손상 사고의 완화 및 관리 개선 방법에 

대한 안목올 제공한다. 

Level-3 PSA는 공공 보건 및 사회적 위험도를 평가하며， 발전소 총사자나 대 

중에 미치는 보건 영향 또는 토양， 대기， 수질， 식량 오염과 같은 악영향의 정도 

로 표현되는 사고 방지 및 완화 수단의 궁극적인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안목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으로 신규 호기에 대한 개별원전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시 

점에서， 국내외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온 PSA 및 중대사고 현상연구의 결과를 

사고관리계획 수립올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 및 방법론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차후 국내의 개별 원전 

에 대한 사고관리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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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심손상 방지 방안 도출 

- PSA 및 중대사고 연구결과의 사고관리에의 웅용에 관한 국제적 동향올 파 

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차후 연구와 국내 용용방안 도출의 기초를 마련한 

다. 

- PSA 연구 및 IPE를 통하여 해당 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대한 계통 및 언적 

취약점올 평가하여 사고관리를 보조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그것들올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올 탐색한다. 

- 중대사고 연구결과로 얻어진 현상의 이해와 PSA 결과로 부각된 취약점 둥 

을 바탕으로 젤계기준 초과사고에 대한 노섬손상 방지 및 용융진행 중단올 

위한 대책올 도출할 방안올 연구한다. 

2. 사고완화 방안 도출 

- 사고완화에 동원될 수 있는 계통， 기기 및 자원들에 대해서 이들을 사고관 

리에 이용하기 위한 방안들올 조사한다. 

- 하냐의 전략이 한편에서는 사고관리에 유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충되는 전략에 대해서 이들올 해결하기 위한 방 

안올 제시한다. 

- 중대사고 평가결과의 불확실성올 인지하고， 전략 및 절차서의 작성 시 이 

것들올 취급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3. 중대사고관리 지원을 위한 전산기볍의 웅용 

- PSA 결과를 이용한 사고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방안올 타진한다. 

- 1단계 PSA의 결과인 사건수목올 도입하여 향상된 비상운전 절차서를 개발 

한다. 

- 2단계 PSA의 결과언 격납용기 사건수목올 활용하여 중대사고 관리를 지원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올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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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노섬 손상 방지 방안 

제 1 절 서론 

설계기준 사고 해석에서 보수적인 가정올 도입한 결정론적 방법(l)eterrninistic 

Analysis Method)이 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중대사고 해석에서는 PSA를 통 

한 원전의 종합적인 위험도 산출과 취약점의 도출은 곧 설계， 운영， 사고관리 둥 

의 측면에서 안전성 향상에 큰 역할올 할 수 있으며， 규제상의 지침이 될 수 있 

올 뿐만 아니라， 추후의 안전성 연구 분야를 제시해 줄 수도 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PSA)는 기존 발전소의 취 

약정올 규명하고 수용가능한 안전수준올 확증하는 수단올 제공하는 유력한 도구 

가 되어왔다. PSA는 현대의 발전소 설계단계에서 취약정올 제거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또한 PSA는 만족할 만한 안전기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MI나 체르노벌 사고 둥 크고 작은 사고들은 노섬 

손상과 방사능의 누출이 포함된 중대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올 경고하고 있어 안전 

올 증진시키기 위해 부가적인 대책들이 연구되어야 한다. PSA는 가능한 대책들 

에 대한 계통적인 규명과 그러한 대책들의 이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유용한 도구 

이다. 물론 PSA는 그 용도에 한계를 지니며 사고관리 조치 (Accident 

Management Measures)를 채택하는데 유일하거나 주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이 언 

식되어야 한다. 

원전의 보수적인 안전설계로 광범위한 방어 대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가장 

선뢰할 만한 안전계통도 계통의 오작동을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다. 또한 설 

계나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운전원의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실수들이 발생하면 설계기준이 초과될 것이다. 이러한 설계기준 초과의 중대사고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노섬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시간은 방지 사고관리(Preventive Accident Management) 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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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 방지 사고관리는 노심손상을 방지하거나 방사능의 많은 누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유용한 운전계통， 안전계통 및 외부 장비의 유연성 있 

는 사용으로 중대사고의 경로에 영향올 미칠 수 있다. 만일 사고대책이 충분히 

잘 준비되어지고 자세히 설명되고 또 훈련에 의해 숙련되면 사고관리 대책은 원 

전의 운전에서 발생하는 위험올 상당부분 감소시키는데 적합하다. PSA의 사용은 

중대사고 관리의 과정올 취급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PSA는 정량작， 

정성적 분석의 개발에 의해 운전뿐만 아니라 설계에서의 취약점올 밝힐 수 있다. 

하지만 PSA의 정확한 결과보다는 설계와 운전에 관한 정성적이고 상대적인 관점 

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PSA는 운전절차서나 계통의 직접적인 수정이나 수정 

올 암시하는 연구들올 수행함으로 성취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 개선올 강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PSA는 의사결정에 있어 부가적언 도구로써 고려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SA는 다음파 같은 몇 가지의 한계점올 지니고 있다. 

(a) 매우 작은 빈도를 가진 사고에 대한 운전 귀환 경험(Operational Feedback 

Experience)이 빈 약하다. 

(b) 상당한 경우에 운전의 현실올 고려하기 위해 즉， 불확실성올 줄이기 위해 특 

정 데이타가 필요하다. 

(c) PSA 결과의 불확실성 은 PSA 분석 의 수준에 따라 증가한다. 

(d) 내부 시발사상 (Intemal Initiators)에 대한 계통분석은 외부 시발사상 

(Extemal Initiators)에 수준에 비 해 상당한 수준의 발전에 도달하였다. 

(e) 공통원인 고장이(Common Cause Failures)y. 운전원의 실수에 대한 모델랭 
은 아직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본장에서는 노섬손상 방지를 위해 PSA 및 중대사고 연구 결과를 사고관리에 

용용하는 국제적 통향올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차후 연구와 국내 응용방안 도 

출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PSA를 통한 취약정 도출 및 이용방안에 대 

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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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제적 동향 몇 사례 

1. 사고관리 (Accident Management) 

사고관리는 사고의 진행동안에 운전원에 의해 취해지는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목적올 가진 행동으로 정의된다. 

(a) 노심손상의 방지 

(b) 노심손상의 진행올 중단시키고 노심올 압력용기 내에 유지함 

(c) 격납용기의 건전성 유지 

(ð) 외부 누출의 최소화 

사고관리에는 사전계획과 예비 대책이 포함된다. 사고관리는 결과적으로 섬충 

방6J (Defense in Depth)원리를 운전원에게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설계기준사고를 

포함한 중대한 핵연료손상 영역까지의 운전절차를 포함한다. 사고관리는 발전소 

에 존재하는 유용한 수단들의 혁신적인 사용으로 중대사고를 종결시키기 위해 훈 

전원의 기술과 창조성올 증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었다. 

사고관리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목적은 발전소의 중대사고시에 사고의 결과를 

방지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언간 장비의 효융성올 극대화하는데 었다. 중대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웅올 위한 발전소 중대사고 관리 계획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에 

서 연구되고 있다. 

(a) 절차서 및 전략 연구 

(b) 운전원에게 필요한 정보들 

(c) 지침 및 운전 지원 시스템 

(ð) 조직 및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선뢰성) 

(e) 훈련 

예방적 인 사고관리(Preventive Acciðent Management)는 노심용융올 막기 위 해 

혹은 최소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올 억제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작동계통， 안전 

계통 및 외부장비들의 유동적인 사용으로 중대사고의 경과에 영향올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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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SA의 사용은 중대사고관리 과정올 취급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PSA는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의 개발에 의해 운전뿐만아니라 설계에서의 

취약성을 규명할 수 었다. 그러나 정확한 결과보다는 설계와 운전에 관한 정성적 

이고 상대적인 관점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PSA는 절차서나 장비들의 직접적인 

수정 혹은 이를 요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개선 

들올 강하게 밤혀낼 수 있다. 그러므로 PSA는 의사결정에 있어 부가적인 도구로 

고려될 수 있다. 

본절에서는 중대사고 방지를 위해 PSA 및 IPE 결과의 사고관리에의 응용에 

관한 국제적 동향올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차후 연구와 국내 웅용방안의 기초 

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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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채적 동향 

가.독일 

1976년 이후 가동중인 3750MWth Biblis B 가압경수로를 기준 발전소 

<Reference Plant)로 한 Gerrr..an Risk Study Phase B에서는 이 연구의 Phase A 

연구에서 취해진 계통의 수정과 최적 평가의 열수력 분석에 기반하여 안전계통의 

실질적인 최소 요건들의 적용으로 Phase A 연구에서 위험에 지배적인 사고경위 

들의 발생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발사상의 빈도는 대부분 운전 경 

험에서 기인하였고， 약간 적은 값들이 이론적으로 평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안전계 

통에 의해 취급되지 않는 경위들에 대한 전체 발생빈도는 3 x 1O-5/a인 것으로 나 

타났다. 대부분의 원인은 과도상태 (65%)와 소규모의 누출(Small Leaks, 23%)이었 

다. 이러한 사고들은 초기에 1차계통 열수력 조건의 느련 변화를 초래하여 직접 

적이고 즉각적인 노섬손상올 일으키지는 않았다. 독일의 연구에 의하면 안전계통 

오작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관리 대책의 유연성 있는 전개에 의해 노섬손상올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rman Risk Study Pha않 B의 결과는 중대사고에 잔존하는 위 험 들은 방출

주업 전략(Bleed and Feed Strategies)에 의해 상당부분 감소될 수 있옴올 보여준 

다.2차측 방출-주업의 주요 전략은 2차측 방출밸브의 개방에 의해 노섬의 노출 

(Core Uncovery)전에 방출하고 급수탱크(Feedwater Tank)를 가압하여 수동적인 

방법 혹은 이동성 있는 펌프를 이용하여 급수탱크로부터 냉각수를 주입하는 것이 

다. 1차측의 방출-주업은 노섬노출전에 가압기 밸브의 개방과 고압 안전주업계통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혹은 안전주업 탱크(Accumulator 

Injection)에 의한 주입으로 수행된다. 분석에 의하면 약 95% 이상이 고압 시나라 

오인 전체 노섬용융 빈도 3 x 1O-5/a는 예방 사고관리의 도입에 의해 4 x 1O-6/a 

로 상당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압 노섬용융 사고의 약 88%에서 

노섬용융이 발생하지 않고 약 10%의 고압 사고 시나리오는 3.6 x 1O-6/a의 낮은 

빈도를 갖는 저압 시나리오로 전환되었다. 잔존하는 고압 사고(약 1.5%)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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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빈도는 매우 낮았다.(4.5 x 10• 6/a) 

냐. 프랑스 

PSA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의 개발에 의해 운전 뿐만 아니라 설계에서의 취약 

점올 규명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올 위한 부가적인 도구로써 인식되고 있다. 확률 

론적 접근에 의한 보조 절차가 개발되었고 관련된 수단들이 실현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PSA는 다음과 같은 한계정올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 운전 경혐의 피드백의 한계， 즉 매우 낮은 빈도의 사고에 대한 데이타 베이 

스가 빈약하다. 

(b) PSA 결과의 불확실성은 분석의 수준에 따라 증가한다. 내부 시발사상에 대 

한 계통 분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화재나 지진과 같은 

높은 불확실성올 가진 외부 시발사상에 대한 분석은 중간 수준의 발전에 도 

달하였올 뿐이다. 

(c) 공통원인 고장(Comrnon Cause Failure)과 아직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포된 

운전원의 행동에 대한 모델링과 펑가의 한계가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계통이나 장비의 한계와 중대사고 관리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펑 

가가 두 종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로 결정론적 접근은 경혐의 피드 

백에 기초한 방법이다. EOP에 관계되는 또 다른 관점은 기능적 요구에 기초한다. 

즉 모든 유용 가능한 대체 계통은 설계단계에서 예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 

를 관리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로， PSA Level 1올 이용한 확률론적 접 

근으로 전체 위험도에서 계통이나 부품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며 우 

선적 연구대상올 명시한다. 

다. 미국 

미국에서는 각 발전소의 중대사고에서 취약성올 결정하기 위해 IPE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IPE는 PSA에 기초한 점토이다. 5개의 대표적인 발전소에 대한 

PSA를 수행한 NUREG-l150에서 얻어진 경험으로 예방조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성들이 규명될 수 있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방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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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가지의 범주로 구분된다. 

(a) 냉각수， 공기 및 전기와 같은 한정 자원의 보존 및 보충 

(b) 냉각올 위해 소방수(Fire Water)둥과 같은 비안전계통의 혁신적인 사용 

(c) 비상시에 연동장치(Interlocks) 및 보호 트립(Protective Trips)의 해제 

(ð) 비상 절차서의 개선 

계통이나 장비의 신뢰성에 대한 미국의 주요관섬은 계통이나 자원의 장기적 불 

이용성이다. NUREG- l150 및 다른 PSA연구들은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부가적인 

자원들올 공급함으로서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것올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NRC의 

사고 관리 연구들은 사고 관리에서 사용되어지도록 규명된 전략들의 실행가능성， 

효과 및 역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라. 소련 

소련에서는 노섬용융 확률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a) 시발 사상 확률의 감소 

(b) 유용한 안전 계통의 신뢰도 증가 

(c) 노섬용융 빈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가적 안전계통의 개발 

위의 방법들은 서로 절충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추가 비용으로 노심용 

융 빈도 감소에 있어 최적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 PSA 방법들에 의해 실현되어야 

한다. VVER-lαU에 대한 PSA-l결과에 따르면 노심용융 빈도의 주된 원인은 2 

차측 냉각계통에서 열제거원의 상실， 소내 정전， 소형 누출사고 및 주냉각계통에 

서 2차측으로 누출 동에 었다. 

VVER-l00발전소에서는 원자로 정지를 수행하고 미임계를 유지하는 안전계통 

과 고압에서 1차측 냉각수로부터의 열제거는 노섬용융빈도에 많은 영향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정에서 부가적인 안전계통의 효율에 대한 확률론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가적인 안전계통은 다음과 같다. 

(a) 빠른 붕소 주입 시스템 

(b) 증기발생기(Steam Generator)로부터 열제거를 수행하는 수동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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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전계통 추가의 결과 노심용융빈도가 1차원 낮게 나타났다. 

마. 이빼려 

기존 이태리 발전소에 대해 중대사고 방지에 대한 시도는 발전소 설계에 대한 

안전검토분석 CSafeη Review Analysis)에 기반올 두고 있다. 안전검토분석은 안 

전에 중요한 구조， 계통， 장비둥이 DBA의 요건올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러한 시도의 효과는 창비 및 운전영역에서 발전소의 안전올 증가시키기 위한 대 

책들올 규명하는데 유용한 분석 도구로 고려되는 PSA의 사용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관정에서 PSA결과를 기존에 설정된 확률론적 목표와 비교하는 수치적인 

지칩의 사용이 유용하다. 이태리에서 그 목표는 노섬용융사고의 확률이 1O-5/yr보 

다 작다는 것올 입증하는 것이 며 가능한 1O-6/yr의 값으로 이 확률을 감소시 키 도 

록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PSA 결과에 대한 민감도와 

중요도 분석 CSensitivity and Importance Analysis)으로 사고통안에 오작동으로 

인해 노섬용융 확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설계， 계통 및 장비들의 취약점올 파 

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분석으로 노심용융 확률올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설 

계 변경 및 운전절차 둥올 파악할 수 있었다. 

바.엘본 

일본에서는 사고관리를 Phase 1과 Phase 2로 나누고 있다. Phase 1 사고관리 

는 주로 노섬냉각 둥의 안전기능올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이들 사고관리가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배려된 절차서 Ce.g. Symptom

Based Procedures) 둥의 정비가 고려되고 있으며 일본내 원자로의 이러한 Phase 

1 사고관리로서 다양한 대책들이 조정 또는 검토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운전관리 

상 대웅으로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비상운전절차서 또는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Phase 1 사고관리에 대용하는 비상운전절차서가 정비되어 이들 절차서에 기초하 

여 교육훈련올 실시하고 있다. 현재 Phase 1 사고관리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이상징후의 감지 및 대응조치를 위한 정보 제공 체계의 견실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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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내용의 단순화 및 자동화된 설비 대응 방법에 관하여 검토중이다. Phase 2 사 

고관리는 손상노심의 냉각올 도모하기 위해 노섬 또는 격납용기의 열제거 능력올 

회복하거나， 격납용기 고압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이 불가피 

한 경우에도 이것올 관리된 상태에서 방출시키기 위한 격납용기의 Vent Line, Ice 

Condenser 및 수소연소장치 등올 설치， 이용하는 것둥이 고려되고 었다. 

일본 통산성은 일본내 대표적인 발전소에 대한 Level 1 PSA(계통 신뢰도 평가 

및 노섬손상 발생율 계산)와 Level 2 예비 PSA(격납용기 파손 확률 및 핵분열생 

성물의 환경 방출 거동 평가)의 결과를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본의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의 노심손상과 격납용기 파손 발생율은 외국 여러나라의 평균치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지 상황의 PSA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통산성에서 전력회사에 시달한 사고관리에 대한 일본의 추후 추진 방법은 다음 

과같다. 

(a) 전기사업자의 대용 

- 전기사업자는 소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Level 1 PSA와 

Level 2 PSA를 실시하고 각 원자력발전소의 특성 파악파 사고관리 대 

상에 대한 검토를 1993말까지 수행한다. 그 검토에서 전기사엽자는 소 

유한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격납용기 Venting System과 수소제어 대책 

동의 격납용기 대책， 운전절차서의 정비， 운전원의 훈련 둥올 포함한 사 

고관리의 기술적 요건올 검토한다. 

- 전기사업자는 이 검토결과를 근거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소유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필요한 사고관리를 정비한다. 

- 전기사업자는 정기 안전 정검 등에서 상기 사고관리에 관해서 정기적으 

로 평가한다. 

- 전기사엽자는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정지시 PSA(Level 1 

PSA)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적절하게 대웅한다. 

- 전기사업자는 계속 PSA 수법의 정도를 높엄과 동시에 그 범위를 확대하 

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기기 고장율 동의 데이타 베이스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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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다. 

(b) 통산성의 대응 

- 통산성은 전기사엽자가 수행하는 PSA 결과와 그것에 근거한 사고관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 통산성은 PSA 결과 둥의 타당성 평가에 관해서 종합 예방 보존자문회에 

검토회를 새로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문의견올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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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SA를 통한 취약점 도출 및 이용 

방안 

3.1. 서론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관리의 주요 목적은 중대사고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 

해 인적 자원 및 하드웨어적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올 통해 공공에의 위험올 감소 

시키는 것이다. 사고관리의 목적들은 좀 더 상세하게 다음과 같은 행동올 갖는다. 

(a) 노섬손상의 발생올 방지한다. 

(b) 노섬손상이 발생되면 그것올 중지시키고 원자로용기내에 유지한다. 

(c) 격납용기의 건전성올 유지한다. 

(d)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영향올 최소화한다. 

이러한 목적들올 만족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사고관리 프로그램올 개발할 수 

있는 수단올 제공할 필요가 었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기본 요건이 사고관 

리 프로그램의 첫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누출위험올 좀 더 줄이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추가적인 대책들에 대해서 선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사고관리 프로그램의 요소들은 예상되는 발전소 거동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인 

간 및 장벼의 능력에 대한 지식올 결합하여 적절한 사고관리 전략들올 규명하고 

개발함올 보장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략들이 적당하게 이행되고 효과적인 사고 

관리 프로그램올 수립하기 위한 목적올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개발 과정은 충분 

히 일반화되어서 사고관리 프로그램이 모든 종류의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논리적으로 계획과 친숙화， 개발 빛 이행， 검증 및 

개선의 3가지 단계로 나눌 수 었다. 그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읍파 같다. 

(a) 계 획 과 일 반화(Planning and Familiarization) 

- 발전소의 장비 및 인적 능력과 취약점에 대한 이해 

(b) 개 발 및 이 행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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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 책임 및 권한의 순서를 기술하고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 

적인 기술지원센터의 비상대웅팀에 대해 기술한다. 

- 발전소의 상태에 대해 적당한 정보가 가능한 전략의 선택과 그 실행 가 

능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에 유용한 것올 확증한다. 

- 규명된 취약성으로부터 노심용융을 방지하고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 결파 

를 완화하기 위한 사고관리 전략들올 정의하고 평가한다. 

- 공학적 방법， 절차 및 지침이 적절한 수준에서 전략의 이행에 유용하는 

지를 확인한다. 

- 적절한 훈련이 사고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훈련은 계속되어야 한다. 

(c) 검 증 및 개 선 (Validation and Improvement) 

- 작성된 사고관리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한 검증이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사고관리 프로그램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두번째 단계의 개발과 이행은 사고관리 체계의 5가지 필수요소를 구성한다. 이 

러한 5개의 체계요소는 다음과 같다. 

(a) 의사결정 책임의 기술 

(b) 정보 및 계측 

(c) 사고관리 전략들 

(d) 절차 및 지침 

(e) 훈련 

그림 2-1은 효과적인 사고관리 프로그램의 준비를 위한 3단계의 요소들과 체계 

요소들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절에서는 PSA 연구 및 IPE둥올 통하여 해 

당 발전소의 중대사고에 대한 계통 및 언적 취약성올 평가하여 사고관리를 보조 

할 수 있는 정보들를 도출하고 그것들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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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SA를 통한 취약점의 평가 

사고관리 계획의 필수적인 첫단계는 발전소의 취약정올 인지하는 것이다. 즉 

안전기능(Safety Function)에 대해 가능한 위협 및 방사성 물질의 누출올 막기 위 

한 장벽들{Baniers}이 위협되는 메카니즘들에 대한 인지를 의미한다. 발전소나 인 

간의 취약점 평가의 목적은 중대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사고하에서 발전소의 특 

정 거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중대사고 관리를 뒷받침하는 발전소의 자원올 

포함한 운전원과 장비의 취약점올 규명하는 배경자료를 취합하는 데 있다. 이러 

한 평가의 중요한 근원은 주로 발전소의 특정 정보에 기초한 PSA 연구나 

IPEOndividual Plant Examination}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발전소 계통의 평가와 

중대사고를 일으키는 거동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며 발전소 계통 및 부품의 신뢰 

도， 현상학적 거동， 운전원의 행동과 중대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성공기준(Success 

Criteria)을 규명한다. 또한 PSA는 지배적인 사고경위를 알아내는 데 유용하다. 

PSA를 이용하여 고장난 계통， 운전원의 실수， 비작동 장비들의 결과 및 안전기능 

올 회복하기 위한 비안전관련 장비들의 잠재적 사용올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 

다. 그러나 PSA결과는 인적 요소의 처리 및 외부사상과 같은 많은 불확실성올 

포함할 수 았으므로 주의 깊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운전경험 및 이미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한 연구，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연구， 운전 절차서， 계측계 

통의 거동 명가와 사고인지 및 제어의 한계， 전체적인 구성 및 운전원 행동과 같 

이 발전소나 계통의 성능에 대한 이해를 보충하는 다른 정보들이 존재하며 이것 

들을 취약정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취약점의 평가는 설계기준올 초과하는 사고에 대한 특정 발전소의 반웅 분석 

{Response Analysis}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에 설계기준 사고 

분석에 사용된 보수적인 모델령 접근이 아닌 최적평가방법{Best Estimate 

Method}올 이용한 현실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 평가에는 모든 발 

전소 상황과 정상적인 전격출력 운전외에， 시운전(Startup) 및 재장전올 위한 운 

전정지 (Shutdown)와 같은 모든 운전형태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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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관리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첫번째인 단계는 발 

전소의 능력과 취약성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얻는 것이다. PSA Level 1에서는 

노심용융올 일으키는 사고들이 조사되고 그 결과를 Level 2까지 확장하여 환경으 

로의 방사성 물질의 누출 확률， 방사성 물질의 종류 및 그 양이 정량화되어진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고관리 계통의 개발은 PSA를 그 기초로 사용한다. 그러나 

비록 PSA가 이용될 수 없거나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고관리 프로그램 

의 개발올 시작할 수 있다. 이때 능력과 취약성에 대한 조사는 유사한 발전소로 

부터의 분석 및 경험에 기초하여야 하고 유사한 발전소를 분석했던 외부 전문가 

의 도움으로 해당 발전소의 고유 특성 및 분석둥에 의해 가능한 정도까지 보충되 

어야 한다. 그러한 조사의 지침들이 다른 경수로 PSA에서 확인된 사고들의 예를 

포함하여 아래에 주어졌다. 다른 발전소의 PSA를 이용할 때는 발전소마다의 고 

유 특성의 차이들이 주의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종종 유사한 설계를 갖는 발전소 

들이 설계기준초과사고를 운영하는 방법과 거동에서의 차이로 인한 운전 및 하드 

웨어적 특성올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지침들에 따른 조사는 PSA의 대체물이 될 

수 없으므로 적어도 Level 1 PSA가 가능한 빨리 수행되어야 하고 그 분석 결과 

들이 사고관리 프로그램올 새롭게 하고 완성하는데 쓰여야 한다. 발전소의 장비 

및 언적 성능 및 취약성의 이해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a) PSA 혹은 IPE 분석에 기초한 지배적인 사고경위를 나열한다. 만일 어떤 

발전소의 고유한 PSA가 이용될 수 없으면 첫 시도로써 유사한 발전소의 

PSA를 이용한다. 노섬용융빈도에 지배적인 사고와 발생확률이 낮더라도 

상당한 방사선 물질의 누출올 일으키는 사고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PSA가 전혀 이용될 수 없다면 DBA 분석으로부터 모든 사고 경위를 검토 

하여야 한다. 

(b) 위의 사고들올 사고진행에 대해 유사한 특성올 갖는 종류로 나눈다.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용기 파손시에 원자로용기내 압력의 고， 저 

- 원자로의 엄계， 미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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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 Non-LOCA 과도상태 

- 전력의 이용 가능성 

- 누출의 시간에 따른 분류(아래에서 설명) 

(c) 마찬가지로 안전기능에 대해 가능한 위협과 방사능 물질 누출 장벽들이 위 

협되는 매카니즘올 평가하고 안전기능 수행올 저해하거나 혹은 사고진행동 

안 안전기능올 저하하는 취약성올 규명한다. 인간의 주요 대응과 임무를 

정의하고 발전소 상태 정보와 필요한 장비들이 이용될 수 없으면 그려한 

정보를 추론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절차서들의 

한계를 명가하기 위해 검토한다. 

(d) 사고의 모든 단계에서 사고진행올 중지시키고 안전한 노심으로 복구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 및 누출올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올 정의 

한다. 사고관리는 다음의 단계를 취함올 의미한다. 

- 사고발발올 최소화한다. 

- 노심손상올 방지한다. 

- 원자로용기 파손올 방지 한다. 

- 원자로용기 파손시 노섬용융물올 격납용기내에 유지한다. 

- 격납용기 손상올 방지한다. 

- 격납용기로부터 핵분열 생생물 누출올 방지 또는 최소화한다. 

위의 과정에서 첫단계는 PSA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즉 PSA를 통해 조사된 

중대사고들의 발생빈도와 그 섬각성올 이용하여 사고관리의 취약성 고려에 포함 

되어야 하는 중대사고들올 정의한다. 만일 PSA 결과를 이용할 수 없거나 PSA가 

완결되지 않았올 경우 운전 및 안전 절차， 발전소 셜계 및 건셜에 대한 자료， 계 

통의 능력에 대한 명가， 이전 사고들용 포함한 운전경험 평가동의 검토와 같이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하여 사고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진행될 

수 었다. PSA가 완결되면 그 결과들이 최종적인 사고관리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다. 

냉각수나 전력둥과 같이 발전소의 다양한 계통들이 사고 방지 및 완화의 목적 

으로 정규적인 작동 형태에서 직접 혹은 약간의 수정올 가하여 사용될 수 있다. 

- 19-



해당 발전소에 대한 PSA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면 사고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은 

몇단계로 나누는 것이 가장 실제적이다. 어떤 사고관리 전략들은 설계개선의 기 

초를 형성하고 관련된 사고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더욱 상세한 분석올 요구할 것 

이다. 이러한 분석은 보수적 가정이 아닌 현실적인 방법 즉 최적평가방법<Best 

Estimate Method)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관리에 PSA의 이용은 발전소의 전 

체적인 위험올 평가하기 위해 보수적 방법올 사용하는 기존의 PSA와는 약간 다 

르다. 파도하게 보수적인 가정은 사고관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성공경로 

(Success Path)를 볼명료하게 할 수 있다. 사고관리 에 관한 PSA의 목적 은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고연대기를 개발하고， 성공경로를 찾고， 위험 

을 줄이기 위해 안전설벼들의 용량을 결정하고， 운전원 훈련 및 비상 절차의 개 

발동의 기초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적평가방법의 PSA가 적당하다. 

사고관리 프로그램은 중대사고현상에 대한 기폰 연구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기존의 중대사고 분석 코드들(e.g. STCP, MAAP, MELCOR, ESCADRE)올 

이용하여야 하냐 여기에는 코드들의 한계， 불확실성 및 단점들에 대한 적절한 고 

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세한 분석은 사고관리 프로그햄의 개발에서 2단계로 이 

용될 수 있고 또한 발전소 고유 PSA의 개발에 가치가 있올 것이다. 최종적으로 

완결된 PSA는 사고관리 전략의 최종적인 조정에 이용된다. 

사고관리 전략을 개발하는 지침으로 발전소 사고를 몇개의 종류로 나누는 것이 

유용하다. 여기서는 5개의 종류로 사고를 나누었다. 이러한 구분은 여러종류가 있 

올 수 있고 분류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엄의적인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는 중대사고의 일반적인 본질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대사고 분류의 주요 차이는 시간(Timing)이다. 좀 더 명확하 게 

사고발발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의 누출사이의 시간에 따라 중대사고를 분류하였 

다. 소외 결과(Off-Site Results)로 보면 사고의 발발과 외 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 

출사이의 시간이 짧올수록 그 사고 결과가 더 섬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는 몇가지의 이유에 근거한다. 그 첫번째 이유는 사고발발과 환경으로의 방 

사성물질 누출사이의 시간이 길수록 짧은 반감기를 가진 동위원소들은 누출전에 

이마 낮은 농도로 붕괴될 것이다. 또한 천천히 진행되는 사고는 원자로용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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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섬용융물을 유지하기 위한 운전원 조치시간올 제공하고 또 이것에 실패했올 경 

우 격납용기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누출올 방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한 

다. 누출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양올 줄이는 많은 화학적 및 물리적 과정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운전원 조치나 공학적 안전 설비의 사용을 요하지 않는 자연적 

인 방사선원항 감소 과정 (Natural Source Term Reduction)이다. 누출이 발생하기 

전의 시간올 증가시키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인 과정들이 사고의 심각성올 줄일 

수 있도록 하여준다. 또한 느리게 진행되는 사고는 국부적인 소개(Localized 

Evacuation) 및 방어와 같은 소외방어 조치를 취할 시간이 많다는 것올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사고초기와 환경으로 누출이 시작되는 시간올 증가시킴으로서 소외결 

과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증가된 방사성 붕괴 운전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유， 자연적인 방사선원항 감소 및 소외 방어대용에 필요한 더 많은 시간 

때문이다. 방지(Prevention)와 완화(Mitigation)의 조합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부터 위험올 감소시키는 데 이용된다. 심각한 결과일수록 빠른 사고와 연관된다 

는 것은 이러한 사고들의 발생올 방지하는 것에 특별한 강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르게 말하면 즉각적인 누출올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방지 

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의 위험에 대한 중요도는 주의깊은 발전소 

셜계 및 운전에 의해 주로 낮게 유지되어 왔다. 아래에 언급한 다섯가지 사고 분 

류는 가장 빨리 진행되는 사고를 처음에 언급하여 심각성이 감소되는 순서로 기 

술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PSA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무관하다. 이것은 사고관 

리전략올 개발하는 첫 접근방법으로 고려된다. 

(a) 반웅도에 기 인 한 사고들(Reactivity Induced Accident) 

(b) 노섬용융전 격납용기 손상 

(c) 원자로용기 파손 직후의 격 납용기 손상 

(d) 노섬용융 훨씬 뒤의 격납용기 손상 

(e) 격납용기 건전성이 유지되는 사고들 

PSA를 이용한 발전소의 장비 및 인적 취약성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결과물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다음에 강조를 둔 대표적인 사고 경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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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과 - 높은 발생확률의 노섬손상 사고 혹은 높은 방사능 누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는 고려되어야 한다. 

b) 시간 - 진행시간이 매우 짧은 사고들은 고려되어야 한다. 

c) 환경 - 장비 및 인간에게 거친 환경올 제공하는 사고는 고려되어야 한다. 

(b) 주요 사고경위에 대한 장비， 계통 및 지원계통올 포함한 고장 형태의 규명 

(c) 사고를 방지， 완화 및 복구시키기 위해 PSA에서 나타난 운전원의 행동들 

(d) 필요한 계측장비 및 계측장비의 한계(사고 환경조건에서 계측기의 고장) 

(e) 주요 현상학적 거동 및 시간의 요약(원자로용기내， 원자로용기외 및 격납용 

기) 

(f) 필요한 하드웨어의 규명 

(g) 발전소， 언전 능력， 취약성에 대한 요약 

3.3. PSA를 통한 취약점의 사고관라 전략에의 이용방안 

발전소의 취약점 펑가 및 사고 거동의 이해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사고 

관리 전략이 개발된다. 사고관리 전략의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안전 

기능과 관련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노섬의 건전성올 보호하기 위해 미엄계를 

유지하고 노심냉각올 복구한다”둥과 같다. 사고관리 전략 개발의 첫단계중의 하나 

는 조치 수준 혹은 다양한 단계에서 운전원 대웅의 시작점으로서 발전소내 물리 

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이다. 이는 심각한 다음 단계의 조치 수준 

에 다다트는 것올 막거나 늦추는데 그 목적이 었다. 

(a) 반웅도 제어의 상실 

(b) 불충분한 노심 냉각 

(c) 노섬손상 

(d) 노심용융 

(e) 원자로 용기 혹은 다른 RCS 경계의 파손(증기발생기관， 밀림관) 

(f) 격납용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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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핵분열 물질의 실질적인 누출 

이와 아울러 격납용기 격리 실패 및 우회(Bypass)7t 존재할 가능성 둥이 전략 

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심충방어의 원리에 따라 한 단계에서 목적올 이루기 

위한 전략의 실패는 다음 단계에서 그 목적올 성취하기 위한 선택권올 남겨두어 

야 한다. 각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들의 계통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적절한 전략들은 안전기능에 대한 위협에 관련된 발전소의 물리적 상 

태하에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전원은 다음과 같은 것올 알 필요 

가 있다. 

(a) 어떤 절차를 수행할 시정 

Cb) 절차가 수행되었다는 것 

(c) 절차가 효과적 인 것 

(d) 만일 절차가 비효과적이면 그것올 언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엇올 할 것인 

가 

전략개발에 있어 구조적 방법론은 사고관리의 전반적인 목적으로 시작하여 이 

러한 목적들올 계충적 구조를 이용하여 전략들에 연관시키는 일반적 접근에 기초 

하여야 한다. 사고관리의 과정은 노심용융방지， 원자로용기 파손 방지， 격납용기 

파손 방지 등과 같은 정해진 안전목적 (Safety Objective)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안전목적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발전소의 정해진 주요 안전기능들이 유지 

되어야 한다. 사고는 안전기능틀에 대한 위협올 나타낼 수 있다.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올 선돼할 수 있도록 안전기능을 위협하는 메차니즘의 증상들이 파악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적절한 전략들은 사고상황에서 사용가능한 지침이나 증상에 

기반을 둔(Sysmtom Ba똥d) 절차서로 변형되어야 한다. 

안전목적， 안전기능(Safety Function) , 위험들(Challenges) ， 메카니즘 및 조건들 

과 같은 범주와 전략들은 사고관리의 역할올 정의하는 자연적인 계충올 이룬다.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계충구조는 수목(Tree)구조로 정려될 수 있다 이로써 

특정한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안전목적， 안전기능에 주어지는 위험， 사고에 의해 

무력하게 되는 전략 및 안전기능에 대한 위험올 방지하는데 쓰일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의 영향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목구조는 사고관리를 위해 필요한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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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이러한 정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계측의 이용성에 대한 계통적인 

파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목구조는 모든 알려진 안전기 

능 위협에 충분한 전략이 이용가능한지와 어떤 전략의 사용이 특별한 사고 시나 

라오에 대해서 다른 안전기능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고관리 

전략간의 관계를 조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수목구조는 지침서 및 절 

차서， 하드웨어， 중요 정보의 계측 및 사고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올 

결정하는 운전원의 임무둥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편리한 메카니즘올 

제공한다. 예제로 원자로 용기 파손 방지를 위한 안전목적 수목구조가 그림 2-2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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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노섬손상방지를 위한 대책 도출방안 

4.1. 개요 

심충방어원리(Depense-in-Depth), 원자력발전소의 젤계 및 건설에 사용되는 엄 

격한 기준， 운전원의 훈련둥은 모두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위험도를 낮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UREG-llro 및 여러 PSA 분석에서는 발전소 

운전절차서의 변화나 혹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장비들의 변경으로 중대사고 위험 

이 훨씬 감소된다는 것올 보여준다. 이것은 보통 기존 장비의 혁신적인 사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요한 장비의 추가나 발전소 계통의 수정으로서 이루 

어지는 위험도 감소와 비교하여 비용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기존 비상운전절차서를 중대사고 영역까지 확장하고 이용가능한 발전소 자웬 

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점진적인 개선의 사고관리 대책은 그러한 위험도 

감소에 가능성올 제공할 수 있다. 

본절에서는 중대사고의 연구결과로 얻어진 현상의 이해와 PSA 결과로 부각된 

취약점 둥을 바탕으로 설계기준 초과사고에 대한 노심손상 방지 및 용융진행의 

중단을 위한 대책을 도출할 방안올 기술하였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상세한 PSA 

방법의 기술은 피하였다. 

4.2. 노섬손창방지를 위한 대책 도출방안 

노섬용융의 방지는 가장 중요한 안전목적이다. 그러나 노심용융이 임박하여 용 

융물이 원자로용기내에 유지될 수 있으면 노섬용융물의 관리가 덜 복잡할 것으로 

고려되므로 원자로용기와 RCS 경계의 파손방지가 가장 중요한 안전목적이 된다. 

심각하게 손상된 노심의 위치와 냉각성올 진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한 

정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전략들만이 노심손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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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될 수 있다. 노심경계에 대해 가장 심각하지 않은 위험은 핵연료봉의 역학적 

파손일 것이다. 가압경수로에서 이러한 위험올 제어하는 가능한 전략은 고압주입 

과 사고초기에서 1차계통 열제거 및 정상적인 주입 형태가 가능한 사고에서는 1 

차계통의 감압화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2차적인 감압 및 냉각수를 이용한 주입 

둥과 같은 대체 전략이 가능하다. 

다음 단계에서 사고는 피복재를 취약화할 수 있는 발열반응의 산화를 일으킬 

만큼 핵연료 피복재의 온도를 충분히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제어되지 않 

은 냉각수 주입에 의한 열충격(Thennal Shock)은 피복재의 파괴， 분쇄물층의 형 

성 및 노섬경계를 통한 분쇄물의 이동올 초래할 수 있다. 광범위한 중대사고의 

노섬손상과 진행에 대한 연구로부터 액상형성에 대해 3가지의 옹도영역이 규명되 

었다. 

(a) 1470K와 1670K사이에서 화학적 반응에 의한 인코넬 그리드 격자와 흡수용 

물질의 액화가 관찰되었다. 

(b) 2030K와 앓70K의 두번째 영역에서 금속과 세라믹의 용융이 형성되어 재배 

치되거나 핵연료에 결속되어 커다란 덩어려를 형성한다. 즉 실질적인 핵연 

료의 화학적 분해로 인한 노섬손상이 핵연료 용융용도보다 약 1α)()K 낮은 

옹도에서 이미 발생한다. 

(c) 마지막으로 노섬온도가 2870K를 념어설때 핵연료의 커다란 용융과 피복재 

의 산화를 발생시켜 전체적인 노섬파손올 일으킨다. 

만일 노심용융과 재배치가 위에서 언급한 전략들에 의해 피해질 수 없다면 운 

전원들은 통상적인 경계의 외부에서 용융노심올 처리하여야 한다. 규명된 가능성 

있는 전략들은 냉각수 주업과 1차계통 열제거 및 원자로용기 파손올 고려한 원자 

로 공동의 침수둥이다. 

노심용융후에는 노섬올 그 경계내에 유지하는 안전기능은 더 이상 수행될 수 

없고 사고관리는 이제 원자로용기 경계에 대한 위험올 대처하도록 바꾸어야 한 

다. 고옹에 의한 원자로용기의 파손이 평가되어야 하나 과압에 의한 기계적인 파 

손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확률올 갖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용융노섬이 냉각가능 

한 기하학적 구조이면 더 이상의 손상올 방지하기 위한 전략은 충분한 냉각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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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 1차계통으로부터 열올 제거하는 것이다. 

감압은 냉각수 주입올 지원하기 위한 대체적인 수단이다. 사고의 이 순간에서 

원자로공동의 침수가 고려될 수 있으나 원자로용기내 냉각수의 필요와 상충된다. 

이러한 전략의 성공여부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특정 발전소의 고유한 

설계에서는 공동침수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심이 냉각 

불가능한 구조를 지니고 격납용기의 열제거가 작동 가능하다면 공동침수가 잠정 

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사고동안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의 입수가 어렵다. 즉， 운전원들은 노심이 냉각가능한 구조인지 냉각 

이 어려운 구조인지를 알 수 없올 것이다. 일단 어떤 전략이 수행되면 관찰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운전원들은 반웅하여야 할 것이다. 

노심손상 방지 및 용융진행 중단올 위한 대책올 도출할 일반적인 방안은 다읍 

과 같다. 먼저 노심손상 방지를 위한 대책올 도출한 방안은 다읍과 같다. 

(a) PSA 및 IPE 연구의 결과로 중요한 사고， 장비 및 인간 실수를 파악한다. 

(b) 다음파 같은 전략들올 고려한다. 

- 개선된 비상절차서 

- 개선된 훈련 및 운전원 배치 

- 안전 관련 계통의 개선된 검사 및 유지 보수 절차 

- 장비의 수정 

(c) PSA 체계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위험도 감소를 평가한다. 

원자로용기의 파손올 방지하기 위해 노심용융을 중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안 

은 다음파 같다. 

(a) 위험에 지배적인 발전소 사고 시나리오를 파악한다. 

(b) 발전소 상태를 규명할 수 있는 증상들을 파악한다. 

(c) 가능한 계측기의 사용능력올 결정한다. 

(d) 가능한 기능적인 대웅들올 파악한다. 

(e) 각 기능적인 대용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한다. 

이러한 노섬손상 방지 및 노심용융 중단올 위한 대책의 도출은 매우 복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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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및 현상학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이해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 

요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간단하고 유용한 전략은 냉각수 주입과 감압이 

다. 

각 전략의 중요부분은 어떤 전략이 정상적언 상태 및 사고상태에서 발전소 장 

비와 운전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가에서는 다양한 사 

고조건에서 다읍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장비 측면 

- 장비의 작동에 영향올 주는 예상되는 사고 조건들， 즉 온도， 압력 및 방사 

능수치 

- 고장난 안전계통올 보충하는데 쓰이는 기존 장비의 실제 성능， 즉 냉각수 

공급원들(e.g. ， Tank, Sump, Pool Inventory) , 냉각수를 공급하기위한 대 

체관(Altemative Piping)에서 유량， 수질(e.g. ， Borated vs. Unborated, 

Raw vs. Treated) 

(b) 인적요소 

- 운전원에게 부여되는 부담 

- 기폰 계측의 적절함 

- 트립 설정치률 우회하거나 변경할 필요 

- 접근될 필요가 있는 영역의 적절함 

또한 이러한 전략들의 고려에 있어 그 전략과 관계된 가능한 역효과가 존재한 

다. 예를 들면 운전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과 비안전둥급계통의 사용으로 야기 

되는 가능한 단점들이다. 이러한 역효과는 여러가지 미세 장비들의 준비 및 절차 

를 이용한 훈련동의 형태로 각 전략에 대해 충분히 예비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최소화될 수 있다. 결국 가장 성공적인 사고전략 프로그램은 비용과 역효과들올 

최소화하면서 사고방지와 완화의 효과를 최대화하기위해 발전소의 인적 및 장비 

자원올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다. 표 2-1에는 다양한 전략들올 안전목적에 의해 

20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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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및 건의 사항 

PSA는 발전소의 취약성과 성능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가장 기 

본적인 유력한 도구이다. 이러한 작업은 발전소 계통의 기능이 다소 저하된 다양 

한 사고에서 PSA를 통해 발전소의 반응에 대한 통찰력올 요구한다. 사고관리에 

대한 기반으로써 PSA는 사고경위를 규명하고 성공경로(Success Path)를 밝히고 

위험도를 줄이며 운전원 훈련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사고 연대기 

(Accident Chronologies)를 개 발하는 데 유용하다. 

2절에서 살펴본대로 여러 나라들은 PSA를 사용하고 었으며 어떤 나라들은 발 

전소의 성능과 취약점올 발견하고 사고에 대한 균형적인 기여로 특정 목표값을 

갖는 높은 수준의 안전올 증명하기 위해 PSA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좀 더 추가적인 단계에서 사고관리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좋은 기반이 되고 있 

다. 결론적으로 중대사고 방지는 많은 나라들의 주된 관섬의 대상이며 이는 PSA 

방법에 의해 취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PSA의 한계들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 

여야한다. 

각국들은 다읍과 같은 이유들로 중대사고의 방지를 위해 PSA 결과를 사용한다 

고 인식될 수 있다. 

(a) PSA는 노심손상 빈도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b) PSA는 서로 다른 사고들과 안전계통의 영향올 규명한다. 

(c) PSA는 초기의 대량 방사능 누출올 일으키는 사고들과 이러한 사고들이 차 

지하는 전체적인 분율(Frac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관리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밝히며 기능상실과 노섬손상 사이에 방지적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쩨공한다. 그러나 PSA의 한계점 때문에 절대 

적인 수치가 아닌 상대적， 정성적인 기여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PSA 

의 한계와 불확실성올 줄이기 위해 앞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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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일반적인 사고관리 전략들 

1. Conserving and Replenishing Limited Resources 
o Refill refueling water storage tank(RWST) with borated water , or 

condensate storage tank(CST) with condensate. Assure adequate supply 

of boron on site. 

o Maintain emergency core c∞ling system(ECCS) suction to condensate 

systems to avoid pump failure due to hi빼 suppression p∞1 

temperature. 
o Throttling containment sprays to conserve water for core injection. 

o Conserve battery capacity by shedding non-essential loads. 

o Use of p아‘table battery chargers or other power sαlrces to 

recharge batteris. 
o Enable emergency replenishment of gas supply, or otherwise ensure 

operability of air operated components. 
o Enable early detection , isolation , or otherwise mitigate the effects 

of an interfacing systems loss of coolant accident(LOCA) 

11. Use of Systems/Components In Innovative Applications 
o Strategies to enable emergency use of available pumps to accomplish 

safety functions 
- Use of diesel fire systems for injection to the containment sprays , 

the PWR steam generators(SGs) 
- Use of charging pumps in PWRs for core injection. 

- Use of al teπlate injection (e.g. , hydro test pump) when reactor 

coolant pump(RCP) seal cooling is lost(seal failure concern). 
- Enable emergency crosstie of service water and closed(component) 

cooling water(CCW) to residual heat removal(RHR) in BWRs or 

feedwater in PWRs. 

- Use of condensate, or startup pumps for feedwater injection. 

o Strategies (and hardware) to enable emergency connection of available 

AC powersources to meet critical safety needs. 

- Use of diesel generator or gas turbine generator to drive CRD pumps 

for core injeεtion 

- Enable emergency crosstie of AC power between two units or to onsite 
gas turbin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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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일반적인 사고관리 전략툴(cont ’ d) 

o Strategies to enable emergency connection of injection systems to 

alternate water sources. 
- Ensure appropriate recirculation switchover and cope with the 

failure to switch over in LOCA. 
- Enable emergency connection of service water or feedwater systems 

to rivers , reservoirs or municipal water systems. 

o Strategies for Reactivity Control 

- 1nitiate standy liquid contr‘ 01 system(SLCS) in case of potential 
core damage and guard against boron dilution when core injection 

is restored 
- Ensure abundant supply of borated makeup for long-term accident 

control 

111. Defeating 1nter、 locks and Component Protective Trips in Emergencies. 
o Reopen main steam isolation valves(MS1Vs) 하념 turbine bypass valves 

to regain the condenser as a heat sink. 
o Extend reactor core isolation cooling(RC1C) availability by either 

raising the turbine exhaust pressure trip set point , or overriding 

the trip function. 
o Enable emergency bypass of protective trips for diesel generators and 

injection pumps. 

% 

ω
 



제 3 장 사고완화 방안 

제 1 절 개 요 

사고관리 (Accident Management : AM)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특성 및 조치 

를 확보하기 위 한 전반적 전략인 섬 충 방어 개념 (defence-in-depth)올 구성 하는 

요소중의 하나로서， 사고 발생 시 발전소 운전 요원 및 기술지원 요원들에 의해 

발전소를 통제된 안전 상태로 회복하고 사고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 

올 말한다. 즉， 사고 관리의 일차적 목적은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인 

원과 장비 및 자원올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언하여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위해 

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의 기본 개념으로는 고장 및 사고 

의 방지， 설계기준 사고시의 안전성 보장，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의 극소화 및 사 

고 완화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관리의 완화 측면에서의 목표는 노섬 손상 

이 발생했올 경우 더 이상의 진전을 막고 손상된 노섬올 원자로 용기내에 가두어 

두는 것， 격납용기 건전성 유지， 핵분열 생성물 방출 효과의 극소화 퉁이 된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환경올 보 

호할 수 있는 최상의 안전성올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 

폰의 원자력 발전소는 가상적인 설계기준사고 (Design Basis Accident : DBA)를 

설정하고， 이러한 사고 시 원자로가 안전하계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셜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활 수 었음올 TMI 사고로부터 깨달았으 

며， 체르노벌 사고는 안전젤비가 마비되고 원전올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할 때 일 

어날 수 있는 중대사고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결과적으 

로 이들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인식과 평가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TMI 사고에서는 광범위한 노섬 손상이 발생하여 중대사고의 발생 가능 

성이 확인 되었으며， 원자로 냉각 계통으로부터 유출된 방사능의 환경방출올 억 

제하는 최후 수단으로서의 격납용기의 중요성이 언식되었다. TMI 사고는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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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섬올 집중시켰는데， 운전원의 자질 향상， 인간과 기 

계의 연계사항， 운전 경험의 feedback, 비상 계획， 운영 조직의 안전에 대한 정신 

자세 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중대사고에 대한 연구 

가 광범위하게 시작되었고 이를 해석하기 위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의 사 

용이 확산되었다. 

현재는 중대사고 대책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원전의 안 

전성올 보다 향상시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다. 각국은 

설계기준 사고에 대하여 기존의 보수적 안전성 평가 방법올 보완 개선하고， 보다 

현실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한 최적-명가 (Best-Estimate) 방법론 개발에 노력올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노심 용융 사고인 중대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현상 파악 및 분석 펑가 방법론 개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국제 공동 

연구 노력올 강화하고 있으며，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의 개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만일， 중대사고시에， 예방적인 사고관리 측정에 실패하고 노섬 용융이 더욱 진 

행되면， 감금 기능의 확보 또는 대기로의 방사능 물질의 대량 누출올 제한하는 

방법들이 사고완화의 측면에서 사고관리로 들어가게 된다. 이 평가의 중요한 근 

원으로서 주로 PSA 연구 또는 특정 발전소의 정보에 주로 근거한 IPE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중대사고로 

이끄는 발전소 계통들과 거동의 명가， 그리고 발전소 계통과 부품 신뢰도， 현상학 

적 거통， 운전원 조치， 그리고 중대사고를 관리하는 성공 기준들을 포함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PSA 결과가 많은 불확실성올 가지고 있으며 주의해서 취급해 

야 한다는 것올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발전소 운영 정보， 중대사고현상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절차， 계기， 조직 그리고 인간 거동의 검토와 같은 발전소와 계통 

성능의 이해를 충당하는 정보들의 다른 근원이 었다. 

초기에 밝혀진 셜계 및 절차서 상의 약점들이 발전소가 운전 중일 때보다 적은 

경비로 정정 또는 개선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PSA과정은 발전소 가동 전 초기 

에 시작되어야 한다. 

PSA 결과에 따라 제안된 설계 변경의 영향은 변경 이행 이전에 검토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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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SA 수행의 이점 중 하냐는 PSA 결과들이 같은 섣계 변경 목적을 만족하 

는 대체 방안올 평가하는데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고 완화 방안 도출에 대한 연구에서는 계통 및 장비의 성능 및 한 

계인지 및 그들의 사고관리에의 응용 방안과 사고 관리에 응용 시 서로 상충되는 

전략 도출에 의해 이들의 조정 및 해결 방안올 검토하고 중대사고 평가 결과에서 

의 불확실성의 취급방안올 제시함으로써 차후 사고 관리 계획의 수립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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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계통 및 장비의 성능 및 한계인지 및 사고 

관리에의 응용 

2.1 개 요 

젤계기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계통들이 중대사고를 완화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그러므로 사고를 제어하고 완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발전소 

계통들 (비-안전 둥급 관련 계통올 포함하여)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같은 기 

능올 수행하는 보조 계통의 확인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자로 노심으로의 장 

기 냉각수를 제공하는 비표준적 물의 원천， 또는 화재 장소 가까이 접근해야 하 

는 소방원이 필요할 지도 모르는 특수 장비 그리고 그들올 높은 방사능 준위 또 

는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의 사용 가능성둥올 평가해야만 한다. 그 

러한 계통 그리고 장비의 가용성과 유용성은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진행되는 사고의 발생 시 필요한 수송 수단 또한 고려 

되 어 져 야 한다. 여 과 배 기 계통 (Filtered Venting System) 또는 수소 점 화기 

(Hydrogen Igniter)와 같은 일부 계통들은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특수하게 

셜계되었다. 그들의 유용성과 정상 작동시의 가능한 충격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2.2 발전소 계통 및 장벼의 생능 및 한계인지 

중대사고에 대비하여 설계되지 않은 장비와 계통의 사용은 안전 관리 목표하에 

서 방사선원 항의 사용과 함께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사용될 수 있다. 부가적 

으로， 그러한 장비와 계통이 특히 격납용기 상태의 손상올 야기할 경우에는 사용 

이 금지될 수 있음올 주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완화 수단의 마지막 목표는 

제어할 수 없는 방사능 물질의 대기로의 방출올 피하기 위하여 격납용기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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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확보하는데 중점올 두고 었다. 

지금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셜계된 계통 및 장비에 

대해 살펴보겠다. 프랑스의 PWR에 구바된 격납용기 여과 배기 계통은 중대사고 

조건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고， 그들의 유용성은 사전 시험 (full sco야 

test on ageing)에 의해 증명되었다. 인도의 PHWR의 경우에는， 여러 설계 기준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된 계통은 중대사고 완화 능력에 한계성올 가지고 있 

으며 일단 셜계기준 조건이 초과했올 때 상황올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었다. 

수소 제어， 여과 배기 둥과 같은 계통들은 사고 과정이 설계기준올 지나치게 초 

과하지 않도록 하는 매우 보수적인 상황에 대해서 완화의 목적올 달성할 수 있도 

록 셜계되고 있다. 그러한 계통들은 정성적인 요건들이 다음에 근거를 둘 때 효 

과적임이 기대된다; (a) 계산된 (보수적인) 환경; (b) 사고 조건하에서 요구되는 

기능적 능력; 그리고 (c) CCF 상황에서의 생존율. 

이탈리아에서는 발전소에서 적절한 소-내 비상 절차를 통해 사고경위를 완화시 

키기 위하여 마련된 계통들과 다른 수단들이 대체작으로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작 

동 자격올 갖추지 않고 었다. 그러므로 중대사고 시의 거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며 그들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새로이 추가된 계통들은 

중대사고 조건에 기초를 두고 구체적인 요건에 적용하도록 설계된다. 스페인에 

서는 가동중 원자력 발전소에 셜치된 공학적 안전 설비의 대부분은 셜계기준 사 

고의 과정올 완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중대사고 경우에 이러한 계통들의 사용은 

발전소 위험도에 정(+) 또는 부(-)의 영향을 가진다. 이러한 영향의 결정은 발전 

소-특정 분석올 통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들은 스페인에서 지금까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계통의 위험도에 대한 분석은 정량화되어 질 수 없 

으나， BWR의 경우 격납용기 배기의 잠재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정량화되었다. 

Mark 1 형태의 격납용기와 함께 BWR에서 그러한 계통들의 젤치가 노섬 손상 

빈도를 30% 그리고 위험도를 2의 factor에 의해 감소시킬 것이라고 형가되었다. 

Mark 111 형태의 격납용기와 함께 BWR에서 유사한 장치의 셜치는 노심 손상 빈 

도를 2% 그리고 위험도를 7의 factor에 의해 감소시킬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셜 

치된 다른 계통들의 (예를 들어， 발전소 정전시에 보조 전원올 가진 수소정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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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격납용기 비활성화) 위험도 감소는 정량화되지 않는다. 스혜덴에서는 두 종 

류의 경위가 중대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된다 : 중대사고 완화계통의 기능적 

요건에 맞아 떨어지는 경위와 그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위이다. ‘요건에 맞지 

않는’ 경위가 중대사고 위험올 야기하지 않고 완화 계통이 위험도에 새로운 기여 

를 하지 않는다는 것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수행된 또는 고려되고 있 

는 사고완화 행위 및 계통들은 다음과 같다: 

(a) 여파 배기; 

(b) 대기로의 직접 방출; 

(c) 하부 건정의 관수 (flooding) ; 그리고 

(d) 독립적 살수 계통. 

여기서， PSA는 완화계통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올 한다. 영국에 

서의 완화에 직접 연관이 있는 level-2 분석올 위해 만들어진 가정들은 다음과 같 

다: 

(a) 격납용기에 대한 최대 손상 하중은 설계 압력의 두 배이다; 

(b) 격납용기 보호수단 (격려 살수와 fan cooler)은 격납용기 건전성올 위한 

최소요건올 만족하기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 

(c) 격납용기가 손상되지 않는 경위에 있어서 누설율은 0.1%1일 의 설계 기 

준 내에 유지할 것이다. 

제한된 자원의 가용성은 미국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관점이다. 이것은 중대 

사고가 노심 손상파 압력용기 파손으로 진행될 경우 더 큰 관심사가 된다. 또한 

현상학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셜계기준 계통들이 어떻게 중대사고에 대처하는 

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다. 손상 노심으로의 물의 공급은 노섬 냉각성올 확보하 

기 위해서 필요하나 증기 폭발파 수소 량올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상충되는 영향 

올 나타낼지도 모른다. 일차계홍의 감압은 원자로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있어 

서 유익하나 압력용기 내의 물 재고량올 다소 감소시키게 된다. 격납용기 배기 

또한 격납용기 보호에 유익하나 일부 방사능을 유출시킨다. 격납용기 살수계통 

은 격납용기 압력을 감소시키나 잠재적으로 폭발성 수소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 

다. USNRC 연구 프로그램은 이러한 계통들에 대한 한계성과 유익성올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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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잠재적 전략올 도출한다. 소련에서 현재 진행중인 VVER - 1αP에 대 

한 PSA level-2 분석 에 서 , MCCCS (Molton Corium Catching and Cooling 

System)가 대량 누출 빈도에 영향올 미친다는 것에 대한 보수적 예비 명가가 수 

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에서 MCCCS의 냉각 부분이 다른 안전 계통과 공통 부분 

올 포함할 경우， 계통의 위험도 감소에 대한 영향은 비록 계통들이 세 개의 독립 

된 train이 각각 그 냉각기능올 수행할 수 있다하여도 불충분하게 된다는 것올 알 

게 되었다. 이러한 부(-)의 영향은 사고 완화계통올 위한 요건의 개발에 고려된 

다. 

2.3 세계 각국의 연구 현황 

독일에서의 주된 관섬사는 격납용기를 파괴하는 잠재성올 가진 현상의 명가이 

다. 그 중요한 에 로써 격 납용기 직 접 가열 현상 <Direct Containment Heating; 

OCH) 과 수소 농도 증가 둥이 있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중대사고 발생 이후에 사고의 영향올 줄이는 방법에 대해 

연구가 수행중이다. 노심 냉각이 더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 하에서， 

주된 관심사는 방사능 생성물과 대기와의 사이의 궁극적 방어벽을 구성하는 격납 

용기 구조물올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인도에서 PSA는 발전소 약점 (셜계 특징， 운전 영역， 기타 둥둥 .. .)올 중대사고 

뿐만 아니라 발생 확률이 작은 사고 경위 그리고 셜계 변경， 기술 지침 그리고 

운전원 지원의 변경에 대한 사고 경위의 확인에 사용된다. 단지 level-l PSA 만 

의 수행에 의해 발견된 발전소 계통의 한계생은 전원공급장치， 냉각수 계통， 공기 

공급 계통 둥과 같은 주로 보조 계통들에 었다. 

현재 이탈리아 발전소에서 중대사고는 셜계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들은 

중대사고를 Beyond Design Basis Accidents 또는 BDBAs로 언급한다). 그러므 

로， 현재의 발전소는， 대기로 또는 대중으로의 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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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존재의 확률이 O 임올 포함하는， 중대사고 조건에서는 취약하다. 따라서， 중대 

사고에 대한 취약성 명가는 PSA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PSA 웅용에 대한 과거 

의 경험은， 설계기준을 초파하는 사고의 경우， 대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대기로 방 

출되는 사고과정 이전에 큰 마진이 존재함올 보여준다. 그러므로 대량 누출 확 

률은 낮으며 일반적으로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더 높은 설계기준올 정의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PSA는 셜계에 있어 큰 변경없이， 대량 누출 

확률올 감소시키기 위해 발전소 안전올 향상시키는 추가의 대책이 수행될 수 있 

는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PSA에서 평가된 것처럼， 

모든 노심 손상 파정들은 노심 손상 이후의 사고 과정 동안에 (고압 그리고 저압 

사고， interfacing LOCA, ATWS, 기타둥등 . ..) 격납용기 내의 상태들 그리고 유사 

한 현상들올 함축하는 사고 분류에 의해서 개정되고 그룹화된다. 격납용기 사건 

수목 (Containment Event Tree; CET) 분석은 핵분열 생성물 누출의 확률 분포 

함수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진다. 이러한 분석올 통하여 손상된 핵연료에 물올 공 

급하고， 사고를 중단시키고 발전소 제어를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와 계통들 

을 사용해서 발전소 종사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여러 비상조치들의 영향올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사고완화에서 운전원올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소에 추가될 수 

있는 계통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전형적인 예로서는 격납용기 여과 배기， 격납 

용기 격리와 건전성올 제어하고 향상시키는 추가적 수단， 소방대의 중재를 통하 

여 외부로부터 물올 주입하기위한 장치둥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분석에 영향올 

미치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신뢰할 만한 결정올 만들지 못한다는 결정이 었다. 

이탈리아에서의 지침서는 노섬 용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받아들일 수 없는 

방출윤 노섬 용융 확률의 5% 보다 작은 조건부 확률올 가져야 함올 확인하도록 

제시되어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출이 Iodine 파 Cesium의 

분율이 노심 재고량의 0.1% 보다 더 커야한다고 고려되어 진다. 일부 계산 (예: 

dose) 들은 이러한 방출로 인하여 소개， 대피， 제염 둥과 같은 조치의 수행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외부 비상계획의 시작을 예시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 그리고 사회적 위험도의 형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과정 

들올 수반하는 사고들은 발생확률이 매우 낮음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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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경우 지금까지 PSA 수행이 level-l에 국한되어 있다. 그 결과로서 

다음 사항들에 대해 발전소 한계성올 명가하도록 제안하고 었다: 

(a) 물리적 발전소 검사; 

(b) 방사 화학적 발전소 상황 분석 ; 

(c) 발전소 운전 요원 능력 ; 

(d) 발전소 계통 설계 변경. 

스웨덴에서는 완화 계통의 기능적 요건들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어서 PSA 

level-2가 기본적으로 사용된다. 완화 전략의 일반적 목표는: 

(a) 격납용기를 원상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리고 

(b) 원자로 압력 용기 내부 또는 외부 어디서나 노심 냉각성을 확보하는 것 

이다. 

영국에서의 전반적 사고 관리 전략의 주 목적은 노심 손상 상태의 발생의 가능 

성올 최소화 하는 것이며， 사고완화 측면에서는 격납용기 건전성에 대해 강조를 

하고 었다. 

미국에서 중대사고에 대한 원전의 한계성올 명가하기 위해서 개별 발전소에 대 

해 IPE를 수행한다. 완화 수단에 대한 형가는 다소 덜 명확하다. 이는 사고파정 

처럼 현상 또한 잘 이해되지 못한다. 현재 USNRC 연구 프로그햄은 현상학 그 

리고 인간 행위에서의 불확실성올 반영하는 완화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PSA 방 

법론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프로그햄올 시작하고 었다. 

2.4 계통 및 장벼의 생능 및 한째인지를 통한 사고관리 

웅용방안 

발전소 계통 및 장비의 성능 및 한계 인지는 중대사고 관리에 있어서 첫번째 

단계의 요소로써， 이는 방사능 물질 방출 방지에 대한 방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 

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셜계기준올 초과하는 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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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반웅올 분석한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 평가는 설계기준 사고 해 

석에서처럼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최적평가방법을 사용하는 실제적 방볍으로 수 

행하며 전 출력 (full power) 운전 이외에도 다른 발전소 상태 및 운전 모드， 즉 

시동 시 및 핵연료 재 장전올 위한 정지 시 등올 포함하고 있다. 이 분석은 

PSA,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성 연구， 운전 경험자료， 유사 또는 참조 발전소에 대 

한 일반적 연구 및 분석， 제반사항올 평가하기 위한 계측기의 평가， 비상상태 시 

전력회사의 능력 명가의 결과에 주되게 근거한다. 

사고완화 계통에는 격납용기의 고립올 위한 격납용기 격리 계통 ( Containment 

Isolation System)과 격납용기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격납용기 냉각 계통 

(Containment Cooling System), 격 납용기 살수 계 통 (Containment Spray 

System), 가연성 기체 제어 계통 (Combustible Gas Conu-ol System), 안전 감압 

및 환기 계통 (Safe Depressurization and Venting System) 그리고 격납용기의 

방사능 준위의 저감과 누출 방지를 위한 격납용기 누출 감시 계통， 격납용기 살 

수 계통 둥이 었다. 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사고관리에의 웅용으로써의 사고관리 

전략올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사고관리 전략의 목표는 가본 안전 기능과 관련되 

도록 구체화 되어야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노심 미 엄계 상태를 

유지하고 노심 냉각을 확보함으로써 노심의 건전성올 확보하고，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건전성을 보호하며， 격납용기 건전성올 확보하고 만일 격납용기가 손상되 

거나 우회될 경우 방사능 유출올 극소화하는 것 둥이 있다. 전략올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첫 단계는 판정 기준올 마련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이미 파악된 발전 

소의 물리적 상태를 운전원이 대용해야 할 여러 단계의 조치 수준으로 적용한다. 

이 단계들은 발전소 상태가 노심 손상까지 진전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상당한 

노심 용융으로 파급될 때 사고완화를 위하여 사고 진행 과정올 지연시키는 것올 

목표로 한다. 또한 섬충방어의 원칙에 따라 한 수준에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다음 수준에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선태 가능성이 남아있 

어야 한다. 안전기능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특별히 취약점이 발 

견된 경우 전략올 개발하는 예를 격납용기 직접가열 현상 메커니즘올 취급하는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연구 결파 가압경수로에서 원자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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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용기의 손상상태가 나타난다면 일차계통올 감압함으로써 격납용기 건전성에 대 

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올 통하여 사고완화를 위한 다음의 사고관리 대책올 참조 발전소 

의 위험도 분석시에 적용해야 할 것임올 알수있다: 

(a) 방출올 완화하고 고압 노섬 용융올 피하기 위한 일차측 bleed에 의한 일 

차 측의 감압; 

(b) 의도적인 점화 둥에 의한 수소 연소 그리고 수소 분포 제어， 수소 제거， 

격납용기 벼활성화， 혼합증진올 위한 촉매반응 장치의 개발; 

(c) 과압에 의한 격납용기 손상올 방지하는 격납용기 여과 배출; 

(d) 원자로공동내의 용융노심을 냉각시키기 위한 원자로공동 침수; 

(e) 격납용기 냉각 계통 및 격납용기 살수 계통; 그리고 

(f) 축전지 용량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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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충하는 전략의 도출， 조정 및 해결 방안 

3.1 개 요 

사고의 어느 단계에서나 현재의 자원들과 대치되는 요건들은 제한된 물 자원이 

어디로 향해야하는 지 또는 제한된 축전지력이 어떻게 최상으로 사용되는 지 등 

의 어려운 선택올 제시한다. 특정 전략은 이익과 그 반대의 결과를 둘 다 가질 

수 있음으로 하나의 안전 목적올 달성하기 위한 행위가 또 다른 목적의 요건과 

대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격납용기 손상 가능성올 감소시키기 위한 격납용기 

배기는 핵분열 생성물의 제한의 목적과는 대립된다. 중대사고를 관리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변경시키는 것은 보다 덜 심각한 중대사고 조건에서의 요건과 상반될 

가능성이 었다. 중대사고 현상 이해에서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손상 

노섬에 대한 재관수와 같은 것이 사고 경위에서 주어진 순간에 더 좋은 또는 더 

나쁜 상황올 만들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올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고관리 

에서 선택된 계통들과 절차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확산될 가능성올 최소화하고 가 

능한 한 부(-)의 영향의 확률올 최소화하기위해 셜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사고관리와 비상계획 사이의 중첩되는 부분으로부터 오는 요소들올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가들이 완화 행위가 어느 정도 까지 정(+) 그리고 부 

(-)의 영 향올 가진다는 것올 인지하고 있다. 

분명하게 노섬손상 기준치와 소외방출 기준치 사이의 관계는 격납용기의 성능 

에 달려 있다. 그러나 노섬손상과 격납용기 성능기준치 및 상위수준 기준치(대량 

소외방출 또는 보건영향들)사이의 관계는 단독적으로 결론지올 수 없다. 격납용 

기 성능 요구사항은 노심손상올 야기하는 사고경위， 격납용기 공학적 안전계통의 

상태 및 원자로 형태에 달려 있다. 이런 이유로 격납용기 성능에 대해 어떠한 

기준치도 여기선 제시되지 않는다. 

- 48-



3.2 상충하는 전략의 도출， 조정 및 혜결 방안 

독일에서는 dried out 증기발생기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 및 냉각수로서 다시 채 

워진 경우둥에 대해 분석올 수행한 바 있다. 또 다른 예로써， 증기발생기 관 파 

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압 안전 주입 (HPSD에 의해 주 증기관이 채워 

질 경우 물 하중에 의해 주 증기관의 건전성에 위협이 생기게 된다. HPSI 펌프 

들은 증기관 파열에 의한 격납용기 우회와 이로 인한 노심 용융올 피하도록 잠겨 

져야 한다. 만일 원자로 압력용기 (RPV) 내의 수위가 일차 냉각수 관의 수위와 

같아질 경우， 다시 HPSI 펌프를 켜는 것이 우선적이 된다. 상충하는 전략과 관 

련해서 독일에서의 주된 관심은 용융 노심의 냉각성과 증기 폭발 사이의 대립이 

다. 

인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상 시에 대립되는 요건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었다. 

(a) PHWR PHT 계통의 감압 (노섬 내에서 지속적인 저 유량 상태를 피하기 

위해 Medium LOCA의 Large LOCA로 변환). 이것은 ECC 를 사용하 

는 동안 노섬올 통한 강제 냉각수 유량올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올 

통해 해결될 수 있다; 

(b) 초기 실패 후 (약 20분 까지) ECC 물의 주입; 그리고 

(c) 격납용기가 손상되고 손상 상태가 절박 하다고 발견될 때 전반적인 

health effect가 ground level 그리고 stack level올 이루는 것올 최소화하 

기 위해 격납용기의 비상 배기. 

미국에서의 상충되는 전략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손상 노섬으로의 물 

공급은 노섬 냉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나 증기 폭발과 수소 량올 증가시 

키는 것과 같은 상충되는 영향올 나타낼지도 모른다. 일차계통의 감압은 원자로 

압력용기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유익하나 압력용기 내의 물 재고량올 다소 감소시 

키게 된다. 격납용기 배기 또한 격납용기 보호에 유익하나 일부 방사능올 유출 

시키게 된다. 격납용기 살수계통은 격납용기 압력올 감소시키나 잠재적으로 폭 

발성 수소 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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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해서 위험도에 영향올 미치는 반대의 영향올 조사하는 전략이 PSA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중대사고관리 연구 프로그램은 사고방지 그리고 

사고완화 전략올 동시에 수행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사고관리 전략평가 연구는 

대립되는 요건들올 포함하는 반대의 영향올 조사해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노심 

손상 기준치와 소외방출 기준치 사이의 관계는 격납용기의 성능에 달려 있다. 

그러나 노섬손상과 격납용기 성능기준치 및 상위수준 기준치(대량소외방출 또는 

보건영향들)사이의 관계는 단독적으로 결론지올 수 없다. 격납용기 성능 요구사 

항은 노섬손상올 야기하는 사고경위， 격납용기 공학적 안전계통의 상태 및 원자 

로 형태에 달려 있다. 이런 이유로 격납용기 성능에 대해 어떠한 기준치도 여기 

선 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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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불확질성 취 급 방안 

4.1 개 요 

중대사고 시 가정되는 각 사고 진행 과정의 해석 및 평가 시에 많은 불확실성 

올 내포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사고 진행 과정 및 주요 현상들올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하는데 기언하고 있다. 어떠한 사고관리 전략파 절차든지 중대사고의 

과정과 경위， 현상학적으로， 발전소상태， 운전원 행위， 그리고 특히， 정량적으로， 

방사능 누출의 형태와 시기의 혜측시에 잠재적으로 큰 불확실성이 있음올 인식해 

야만 한다. 반대되는 가정들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4.2 PSA 및 중대사고 평과 컬과의 불확잘생 언져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노섬 용융의 완화 과정에서 아직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주된 관섬사는 수소 연소이며 연소로 인해서 격납용기 건전성 확보에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는 것올 가정할 수 있는 가이다. 다른 관정은， 만일 일단 

용융노심이 basernat올 관통할 경우의 가능한 방사선학적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고 핵분열 생성물이 groundwater에 의해 대기로 수송되는 방법이 제거되거나 또 

는 최소한 완화됩올 조사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관점에서 PSA level-2 에서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중대사고 완 

화로의 확률론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 특히 방사선원항 그리고 격납용기 모렐 

링에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다. 그리고 PSA에서의 전문가적 판단의 광범위한 

사용은 중대사고 완화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결론올 얻었다. 

인도에서는 level-l PSA 에서의 주된 불확실성은 사용된 데이타 베이스， 방법 

론의 종류， 그리고 DBA 코드와는 달리 확률론적 코드들은 이미 알려진 결과들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는 것과 같이 컴퓨터 코드에 놓여 었다고 강조한다.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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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중대사고 코드의 적합성올 위해 많은 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것처럼 현상론 

적 거동의 예측에 존재한다고 밝혀졌다. PSA level-1에서의 불확실성은 에러 요 

소 또는 level-2 분석에서의 불확실성들이 현상학적에서 그리고 계통 용량에서 둘 

다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top event 확률 분포의 형태로서 명백히 냐오게 된 

다. 확률론적 코드의 증명과 현상학올 설명하기위해 사용된 코드의 증명은 개별 

발전소에 국한된 사고관리의 개발에 많은 영향올 가지게 된다고 판단된다. 

이탈리아에서의 PSA 결과에 영향올 미치는 불확실성의 본질과 실재는 중대사 

고 현상파 사고 과정중의 격납용기 내 핵분열 생성물 거동 이해에 관해 현재 상 

황에 의 존한다. 다행히도， 1975년도에 WASH-1400 보고서가 발간된 이 래로， 많 

은 가능한 새로운 정보와 최근의 데이타를 만드는 연구 프로그램이 여러 국가에 

서 수행된 덕분에 이 상황은 더욱 개선되었다. 컴퓨터 코드가 방사선원항의 기 

계적 계산올 가능하게 하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중대사고에 대해 대두되고 있 

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이탈리아 

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다읍과 같다: 

(a) 얼차 계통이 여전히 가압된 상태에 있는 (small LOCA 그리고 transient) 

사고 동안의 용융노심 물질의 고압 방출로 인한 격납용기 직접가열; 

(b) 용융노심이 원자로 공동으로 떨어질 때 용융노심 / 콘크리트 상호작용 

현상; 

(c) 용융노심이 wet 원자로 공동으로 떨어질 경우의 증기 폭발 발생; 

(d) 격납용기 대기에서의 수소 생성과 수소 연소 가능성; 

(e) 수소점화기 거동; 

(f) BWR에서 감압 풀의 bypass 경위의 현상 (ATWS 그리고 large LOCA); 

(g) interfacing LOCA에 의해 야기되는 노섬 용융 사고 후에 일어나는 현상 

(증기 발생 기 관 파열 그리 고 rupture of residual at heat removal lines); 

그리고 

(h) 방사성핵종 그리고 에어로졸의 화학적 거동. 

핵분열 쟁성물의 확률분포 기능을 평가할 때 불확실성 대한 고려를 하기위해 

많은 가정올 만들어야 한다. 민감도 분석은 Monte Carlo 그리고 L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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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cube 등과 같은 고전적인 기법올 사용하여 행하여 진다. 

이탈리아에서는 사고관리를 위해 PSA를 사용하기 위한 현재의 상황과 계획들 

은 조사되어야 할 현상에 영향올 미치는 불확실성의 본질에 의존한다고 보고된 

다. 

(a) 노심 건전성이 손상되기 전의 발전소 거동을 지배하는 현상은 다소 잘 

알려져 있으며， 이로 언한 충분한 데이타로 인해 계통의 거동을 평가하 

는 것이 가능하다. 

(b) PSA 결과들이 사고관리의 목적에 적합함올 고려하기 전에 모든 다른 현 

상 동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필요로 한다. 

일본에서 민감도 (Sensitivity) 연구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주로 CCF의 취급과 

인간 실수에 대한 펑가를 고려하고 었다. 

스웨덴에서의 불확실성은 주로 완화 계통올 기능적 요건의 선택， 완화될 수 없 

는 경위의 기여， 그리고 노심이 손상되는 정도 또는 시기에 관한 운전원 정보와 

연관되어 었다. 부가적으로， 격납용기 직접가열 현상 그리고 외부 위협올 고려하 

는 현상학적 불확실성은 그 중요한 역할올 담당한다. 

영국의 PWR을 위한 PSA는 대부분의 발전소 손상 상태 그리고 방출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하에서 샤고관리를 위한 논리적 구조를 제공할 수 었다. 

이 구조는 특히， level-2 분석에 고유한 불확실성 때문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한된 불확실성 분석은 예를 들어 time window에서의 변동 그리고 정보 

를 지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GCR 손상 노섬 현상학 그리고 부품 수행에 대한 

궁극적 제한 (예， 제한된 냉각올 가진 펌프 그리고 다른 보조 장비의 능력)과 연 

관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에 민감하지 않은 완화 대 

책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전략 평가 연구 활동 그리고 통합된 사고관리 평가를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 내에서 불확실성이 소개되었다. 이전의 연구들은 노섬 손상이 시작된 

후의 현상에서 큰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은 통합된 

프로그램 내에서 사고관리에 고려될 것이다. NUREG-ll50은 전문 유도과정 동 

안 강조된 현상학적 불확실성의 예들올 나타내고 있다. 다른 전문가들은 상당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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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불확실성올 초래하는， 격납용기 직접가열 현상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평가들 

올 만들어낸다. 언간 요소와 다른 작동적 불확실성올 이끄는 방법들이 조사될 

것이다. 완화시기에 적용 가능한 인간 요소 데이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것은 특별히 부각되는 엄무가 될 수 있다. 미국 연구 프로그램의 목표 중의 하 

나는 현재의 불확실성 평가의 적합성올 결정하는 것이다. 정보가 개발되었기 때 

문에 사고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에 고려될 것이다. 

신뢰할 만한 데이타의 부족과 중대사고의 현상에 대한 충분치 못한 지식 둘 다 

연관된， PSA level-2 결과에서 수 많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PSA level-2는 

다른 사고방지 계통의 비교 분석 그리고 위험도에 영향올 미치는 절차를 위한 유 

용한 도구가 된다고 고려되어 진다. 그러나 그러한 계통의 수와 기능올 고려하 

는 결정은 결정론적 접근 방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4.3 불확질성 의 취 급방안 

PSA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대부분은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진행올 수행시 

키는 인간의 행위를 얘측하는 어려움에서 기언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일부 

권고사항의 시행올 통해 운전원의 역할올 감소시킬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또 다른 기여인자는 해석대상인 몇 종류의 중대사고 시 제한기능의 조기실패에 

대한 확률계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들 사고 중 일부에 대한 발생가능성 제 

거 및 다른 사항올 수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물질 방출 제한 계통의 설계기준올 

변경시킴으로써 불확실성올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은 계산된 위험 

도 자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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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론 및 건의 사항 

PSA 결과를 통하여 사고완화를 위한 다음의 전략들이 일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a) 방출올 완화하고 고압 노심 용융을 피하기 위한 일차측 bleed에 의한 일차 측 

의 감압; 

(b) 의도적인 점화 둥에 의한 수소 연소 그리고 수소 분포 제어， 수소 제거， 격납 

용기 비활성화， 혼합증진올 위한 촉매반웅 장치의 개발; 

(c) 과압에 의한 격납용기 손상올 방지하는 격납용기 여과 배출; 

(d) 원자로공동내의 용융노심올 냉각시키기 위한 원자로공동 침수; 

(e) 격납용기 냉각 계통 및 격납용기 살수 계통; 그리고 

(f) 축전지 용량의 증대. 

각각에 대해서 전체 위험도에의 부정적인 영향올 조사하는 평가가 수행되었다. 

현재의 중대사고관리 연구 프로그램은 사고방지 그리고 사고완화 전략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사고관리 전략형가 연구는 대립되는 요건들올 포함 

하는 반대의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PSA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대부분은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진행을 수행시 

키는 인간의 행위를 예측하는 어려움에서 기언하므로 운전원의 역할을 감소시킴 

으로서 불확실성올 감소시킬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또 다른 기여인자는 중 

대사고시 일부 기능의 실패에 대한 확률 계산에서 비롯되는데， 따라서 이들 사고 

중 일부에 대한 발생 가능성의 제거 및 방사성물질 방출 완화 계통의 셜계 기준 

올 변경시킴으로써 불확실성올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올 고려한 국가적인 규제 계획은 PSA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올 것 

으로 예상되며， 보수적인 관정에서 안전성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동 중 

원전은 설계 개선올 통해 발전소의 안전성올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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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방사선원항 분석시 주된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Areas of Uncertainty 

1 I Chemical fonns of iodine 

2 I Chemical process않 during early and later core 

degradation 

3 I Transport and retention of ftssion products and 

aerosols in RCS 

4 I αlemical processes during corium concrete 

interaction 

5 I Release of fission products 없18 aerosols during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s 

6 I ln없ction between hydr앵해 burn I radicals in 

flame front ftssion products 

7 I Deposition of ftssion πoducts in containment 

8 I Decontamination of fission products in BWR 

suppressi어1 pool. PWR pressurizer and PWR ice 

bed 
9 I Revaporization of fission products 

10 I Accident progression 

m 
ω
 



Table 3-2. 사고 경위 에 관련된 불확실성 

Severe Accident Issues Relatede Phenomena 

- Blockage fonnation 

In-vessel hydrogen generation - Cladding ballooning 

- Recovery & water addition 

In-vessel natural circulation 
- Recirculating flows 

- Hot leg, surge line & steam generator heatup 
- Recoveη & water in jection 

In-vessel FCIs (당lergetic & - Recriticality 

Non-energetic) - Potential for energies 

- Radi이ogical release 
- Location of failure 

Reactor C∞lant System - Mode of failure 

(RCS) failure mechanisms - Local fai1ures of head 

- Gross failures of RPV 
- Debris trapping 

High pressure Melt Ejection - Zr oxidation I hydrogen generation 

I Direct Containment Heating - Debris transport 

(HPME I Dα1) - Hydrogen combustion 

- Radiological release 
- Steam spike 

Ex-vessel FCIs - Steam explosion 

- Radiological release 

ccπe debris c∞lability & 
- Steam pressurization 

Core-Concrete-Interactions 
- Non-condensible gas generation 

(CCI) 
- Debris spreading & potential interactions with 

containment shell 
- Mixing I stratification 

- Detonation 

Hydrogen combustion - Deflagration-detonation transition (DDη 

- Deflagration 

- PressurizatÍon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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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1e 3-3. 중대사고 현상에서의 불확실성의 수준 

Severe Accident Phenomena 
Intrinsic 

Un않rtainty 

a) Core Heat-up Degradation M 
b) In-vessel πlerma1 Hydraulics M 
c) Hydrogen pr어uction L 
d) RCS Therma1 Hydraulics M 
e) In-vesse1 FP Re1easae L 
f) RCS FP Transport M 
g) Core Loss of Geometry H 
h) In-vesse1 Core C∞lant Interaction H 
i) Vessel Melt-through H 
j) Vesse1 Lift-off H 
k) Debris Ejection from Vesse1 H 
1) HPME I DCH H 
m) Ex-vesse1 Core-C∞lant Interaction H 
n) FP Re1ease in HPME M 
0) Core-Concrete Interaction M 
p) Ex-vesse1 FP Re1ease M 
q) Debris Quenching M 
r) Containment T，하ma1 Hydraulics L 
s) Hydrogen Combustion H 
t) ESFs L 
u) FP Tran와)()rt in Containment M 
v) Poo1 Scrubbing M 
w) ESF Effects on FPs L 
x) Leak Path Retention H 
y) Containment Venting 

- Unfiltered L 

- Filtered L 

LÈ←Re읍usp핸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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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사고 완화 대 책 

* Primary system depressurization to mitigate the release and 

to prevent high pressure core melt. 

* Equipment for hydrogen igmition and distribution control, 

inerting and enhancement of mixing. 

* Containment filtered vent to prevent overpressurization 

failure. 

* Cavity flooding to cool the molten fuel in the reactor cavity. 

* Containment long term cooling and spray system. 

* Increasing the battery capacÍ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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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중대사고관라 지원을 

위한 전산기법의 응용 

제 1 절 서론 

지난 십수년간의 활발한 중대사고 연구진행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대 

처방안이 제안되어 왔고 그 중 일부는 기존 및 신규원전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이려한 대처방안으로서의 중대사고관리는 중대사고 진행 및 결과가 운전원의 조 

치에 따라 크게 영향받올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최근들어서 중대사고 

관리가 섬층방어의 한단계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화되어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대사고는 불확실하면서도 복잡한 현상올 동반한 

다. 따라서 중대사고 전략의 합리성확보를 위해서는 중대사고 진행과 그에 대한 

발전소 웅답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세한 해석올 수행하는 것이 필수볼가결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단지 중대사고 관리계획 수립만올 위해서라면 너무 비용이 

많이들고 많은 인력올 필요로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확룰론적 안전성 평가결과 

를 중대사고 관리에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았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고려에 기반올 두고 수행되었다.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와 사고관리는 양자 모두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므로， 이 연구의 범위는 2단계 

PSA 결과를 이용한 격납용기내 전략의 수립으로 제한하였다. 격납용기내 전략은 

일단 노섬손상이 발생하였올 때 환경으로의 방사능누출에 대한 최종방벽으로서 

의 격납용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PSA 수행시의 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격납용기 사건수목 (CET)은 중대사고 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PSA의 부산물언 CET와 관련자료들올 이용하여 @ 간단한 

매개변수들에 근거한 중대사고 진행상황 감시，(2)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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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경로 예측，@ 이들올 종합한 운전원 대응조치를 

제시할 수 있는 전산체제를 개발하는데 있다. 

PSA 및 사고관리가 발전소 고유특성에 좌우되고 있는 관계로， 대상발전소로서 

개량형원전인 System 80+를 선정하여 시범적인 전산체제를 개발하고 예증하였 

다. 

본 장의 구성은 제 2절에서 대상원전으로 선택된 System 80+의 PSA 특성， 제 

3절에서 CET률 중대사고관리에 적용하는데 대한 기술， 제 4절에서 본 연구의 기 

본적 골격올 설명해 주는 간단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5절은 결 

론 및 추후 보환파제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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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대상원전 PSA 특성 

2.1 격납용기 생능분석 

PSA 및 IPE의 일부인 격납용기 성능분석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CPA)의 목표는 중대사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으로의 방사능 누출 

에 대한 확률， 양， 시기 동올 파악하는데 었다. 이 해석에는 다음과 칼은 절차들 

이 포함되게 된다. 

@ 발전소 손상상태 (PDS)의 정 의 및 정 량화 

@ 격납용기 사건수목 (CET)의 개발 

@CET의 정량화 

@ 방출범주 (Release Category)의 정의 

다음 절들은 위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한 것이다. 

1. 발전소 손상상태 (PDS) 

격납용기 성능분석의 첫단계는 PDS를 정의하는 것이다. PDS는 노섬손상개시 

에 있어서 발전소의 상태를 기술한다. 1단계 PSA 결과 도출된 노섬손상경위는 

격납용기 방어계통 및 원자로공동 상태를 포함하는 격납용기 상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된다. 그런 다음 분석해야할 경위수를 줄이기 위하여 핵연료 및 일차 

계통에서의 방사능물질의 방출과 격납용기내에서의 침착에 영향올 미치는 사고진 

행상 유사점에 근거하여 통합시킨다. 이러한 통합된 경위들올 발전소 손상상태라 

한다. 

2. 격납용기 사건수목 

분석의 제 2단계는 사고진행사건수목 (APET)라고도 하는 격납용기 사건수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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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다. CET는 중대사고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현상론적 과정， 격납용 

기 상태， 격납용기 파손모드들올 포함한 격납용기 반웅을 모텔하는데 사용된다. 

사건수목방법은 격납용기 반응음 모델하는데 있어 각별히 유용한데 그 이유는 비 

교적 많은 수의 사고진행 경로의 논리적 취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ET는 격납용기 손상과 방사선원항 평가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려가지 현 

상론적 사건들과 과정들 그리고 인적개입 둥의 발생올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해석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히 작아야 한다. 이러한 

고려하에 적절한 타협점으로서 CET 정점사상 (Top Events)의 수가 결정되는데， 

정점사상들은 여러가지 가능한 격납용기 손상모드 및 방사능 누출융에 중대한 영 

향올 미치는 주요현상들로 구성되게 된다. 

현재 크게 두가지 유형의 시범적인 CET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NUREG-l150으로 대표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CET이고， 다른 하냐는 현 

상론적 고장수목과 결부시켜 CET의 규모를 단순화시킨 형태의 것으로 EPRI의 

NSAC/159에서 방법론올 확립해 놓고 있다. 

NUREG-ll50에서 사용된 CET는 노섬손상사고의 결과로서 핵분열생성물 방출 

올 유발할 수 있는 경로들로서 구성되었는데 격납용기 하중 및 성능 평가측면에 

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이전에 시도되지 못하였던 자세한 분류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CET는 그 완전성올 포함한 여러가지 장점들올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본 연구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Surry 발전소에 대한 CET는 71개나 되는 정점사상들올 포함하고 있으며， 각 정 

점사상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값도 T5개로 수목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여 도면 

으로 표현하기 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NSAC 유형의 CET는 정점사상으로서 107fl 정도의 주요 현상론적 

사건만올 사용하며，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값도 가/부로 제한되어 었다. 대선에 복 

잡한 현상이 관여된 정점사상들에는 현상론적 고장수목 (Phenomenological Fa비t 

Tree)이라는 논리적 판단수단이 구비되이 었다. 예를 들어 System 80+에 대한 

CET에는 10개의 정점사상이 있으며， 그 중 5개의 정점사상에는 각각의 고장수목 

이 마련되어 있어 자세한 해석올 시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고장수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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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목의 구성이 크게 단순화되어 보인 

다. 이렇게 단순화된 사건수목들은 다루기가 쉽고 본 연구와 같은 중대사고 관리 

에의 적용에 용이하다고 볼 수 었다.<그림 4-1>은 NSAC 유형에 속하는 CET 

를 개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격납용기 성능분석의 세번째 단계는 CET를 정량화하는 작업으로서 각 분기정 

에서의 조건부 분기점확률올 결정한다. CET상의 각 분기점에서의 분기점 확률은 

각 PDS와 관련된 데아타로 부터 작접적으로 혹은 해당 현상론적 고장수목올 정 

량화 함으로서 결정된다. 

3. 방출범주의 정의 

격납용기 성능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성분과 양， 그리고 방 

출의 시기， 지속시간， 위치， 에너지로 표현되는 방출범주 (Release Category)를 정 

의하는 것이다. 방출그룹올 결정한 후에는 각 그룹의 대표적인 사고경위에 대한 

방사선원항이 계산된다. 

2.2 System 80+ PSA 결 과 

본 절에서는 바로 앞절에서 기술된 격납용기 반웅해석 절차에 입각한 System 

80+ PSA 결과 중에서 본 연구에 동원되는 부분만올 간추려 정리한 것이다. 

1. 발전소 손상상태의 정의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사고관리 전산체계의 실행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 

야할 과제는 발전소 손상상태 (PDS)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격납 

용기 공학적 안전설비의 상태를 포함한 노섬손상 진행상황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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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용기 사건수목 정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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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간단한 CET와 현상론척 고장수목의 개념도 



System 80+에서는 몇가지 매개변수들이 PDS를 정의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매개변수들은 발전소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에 기초하여 설정되었다.<표 

4-1>은 이런 배경에서 설정된 7개의 매개변수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표 

기되어 었다. PDS들은 이들 각각의 매개변수치들의 조합으로서 정의된다. 

7개 매 개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모든 조합의 수는 12oo7t지 에 이 른다 

(5x3x5x2x2x2x2) . 이 들 조합 중 물리 적 으로 의 미 가 없거 나 다른 정 의 에 포함되 는 

경우는 적절한 삭제규칙에 의해 삭제되게 된다. 전형적인 삭제규칙의 예로서 다 

음올 들 수 있다. 

[RCS Leakage Rate의 LL, ML1과 RCS Pressure의 LOW 이외의 조합 삭제] 

대형 또는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시 RCS의 압력은 통상 400 psia이하 (즉， 

LOW)로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이 규칙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었다. 삭제규칙들의 

일람이 <표 4-2>에 나타나 었다. 이러한 삭제규칙의 적용으로 134개의 PDS만이 

남게 된다. 이들 중 다시 발생빈도가 E-10/yr 미만인 경위들올 삭제하고 나면 32 

개의 PDS가 최종적으로 남게되는데 이들 모두를 <표 4-3>에 매개변수치의 조합 

으로 나타내었다. 

2. 격납용기 사건수목의 구축 

CET의 분기점 확률은 각각의 PDS에 고유하게 주어지므로， CET의 구축시 앞 

절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PDS가 입력으로서 필요하다. 주어진 PDS에서 CET상 

의 어떠한 경로를 따를 것인지는 그 분기점 확률에 근거하여 C얘측될 수 있다. 

<그림 4-2>는 System 80+의 격납용기 사건수목올 보여주고 있으며， 이 그림에 

서 10개의 정점사상들올 볼 수 있다. 그 중 5개의 정점사상들은 현상론적 고장수 

목들에 의해 자세히 전개되어 었다.<그림 4-3>은 전형적인 고장수목의 예를 보 

여주고 있는데， 이는 6번째 정점사상인 격납용기 바닥 용융관통 발생에 대한 논 

리적 구성을 나타낸다. 

다음은 각각의 정점사상들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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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발전소 손상상태 매개변수 

Parameter Values 

RCS Leakage Rate Large LOCA (LL) 
Medium LOCA 1 (ML l) 
Medium LOCA 2 (ML2) 
Small LOCA (SL) 
cy이ing reliefvalve (CRV) 

RCS Pressure Low (P<400 psia) ιOW) 
Mediüm (400<P<1200) α1ED) 

High (P>1200 psia) (HIGH) 

Release Point To containment only (INC) 
To IRWST only (IRWST) 
Outside containment only (OUTC) 
To cont. and IRWST (INC+IRWST) 
Outside cont. and into IRSWT (OUTC+IRWST) 

Steam Generator A vailability Steam generator available (SGA) 
Steam generator unavailable (SGU) 

Cont. Spray Status Cont. spray available (CSA) 
Cont. spray unavailable (CSU) 

Cont. Heat Removal Status Cont. heat removal available (CHRA) 
Cont. heat removal unavailable (CHRU) 

Cavity Condition Ca띠ty f100ded (WET) 
Cavity not f100ded (Dπ) 

표 4-2. 발전소 손상상태 삭제균칙 

No. Rules 

l Delete all parameter combinations with LL or tv표 1 "RCS Leakage Rate" and 
any "RCS Pressure" value otþer than LQ~ 

2 Delete all parameter combinations with a SL or CRV "RCS Leakage Rate" 
and any ”RCS PIessure” value other than HIGH. ! 

3 Delete all parameter combinations with a U ”RCS Leakage Rate” and a l 
"Release Point" value of OUTC. 

4 Delete all parameter combinations with a CRV "RCS Leakage Rate" and a I 
"Release Point" value other than IRWST. 

5 "Steam Generator Availabi1ity" is not applicable for LL "RCS Leakage Rate". 
6 ::.he ':.CO?tai~!~~THeat Removal" value is CHRU ifthe "Containment Spray I 

Flow" value is C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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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최종 발전소손상상태 정의 

PDS Plant Damage Sequence Definition Mean 
No. Frequency 

1 αL)αOW)(INC)(SGN/A)(CSA)(CHRA)(WET) 3.09E-07 

3 ιL)ιOW)(INC)(SGNI A)(CSU)(CHRU)(WET) 3.33E-I0 

7 (MLl)αOW)(INC)(SGNI A)(CSA)(CHRA)(WET) 4.05E-08 

9 α11.，1)αOW)(INC)(SGNI A)(CSU)(CHRU)아띤T) 3.31E-10 

14 α11.， 1)αOW)(OUTC)(SGN/A)(CSU)(CHRU)(WET) 2.28E-09 

16 α11.，1)ιOW)(OUTC)(SGN/A.)(CSU)(CHRU)(DRY) 3.00E-09 

17 (MLl)αOW)(IRWST)(SGA)(CSA)(CHRr\){WET) 1.05E-I0 

23 αr1Ll)αOW)(IRWST)(SGU)(CSA)(CHRA)(WET) 5.29E-1O 

24 α11.，1)αOW)(IRWST)(SGU)(CSA)(CHRU)(WET) 3.38E-09 

25 α11.，1)ιOW)(IRWST)(SGU)(CSU}(ÇHRU)(WET) 2. 86E-09 

53 α11.，2)αffiD)(INC)(SGN/A)(CSA)(CHRA)(WEη 4.05E-08 

55 (ML2)αffiD)(INC)(SGNI A)(CSl.아CHRU)(WET) 3.3 1E-I0 

59 α11.，2)αffiD)(IRWST)(SGN/A)(CSA)(CHRA)(WET) 9.29E-09 

61 αr1L2)(MED)(IRWSη(SGA)(CSU)(CHRl.아WET) 7.96E-08 

64 (ML2)(MED)(IRWST)(SGA)(ÇSU)(CHRU)(DRY) 8.68E-1O 

67 (ML2)αffiD)(IRWST)(SGU)(CSU)(CHRU)(WET) 1.09E-09 

97 (SL)(HIGH)(INC)(SGA}(CSu)(CHBl.J)(WET) 6.20E-1O 

101 (SL)σßGH)(INC)(SGU)(CSA)(CHRAKWET) 1.08E-07 

103 (SL)(HIGH)(INC)(SGU)(CSU)(CHRU)(WET) 1. 84E-09 

107 (SL)σßGH)(OUTC)(SGA)(CSA)(CHRA)(WET) 1.08E-09 

115 (SL)(HIGH)(OUTC)(SGU)(CSU)(CHRU)(WET) 7.02E-09 

119 (CRV)(HIGH)(IRWST)(SGA)(CSA)(CHRA)(WET) 3.48E-09 

125 (CRV)(HIGH)(IRWST)(SG미(CSA)(CHRA)(WET) 1.61E-08 

127 (CR\l)(HIGH)(IRWST)(SGU)(CSU)(CHRU)(WET) 1.1 7E매8 

130 (CRV)(HIGH)(IRWST)(SGU)(CSU)(CHRlJ)(DRY) 1. 83E-09 

131 ιL)αQW)(OUTC)(SGNI A)(CSU)(CHRt아WET) l.05E-08 

133 α11.，2)αffiD)(OUTC)(SGN/A)(CSU)(CHRU)(WET) 2.28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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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System 80+ 격납용기 사건수목 

Radio- CTMT 
nu미ide Fail 

Pass 까!11;! 빼de 
Aux.BLDG. I 

No Failure 

CTMT 
Me에야~ιtι1-1쉬through 

Isolalion 
Failure 

CTMT 
Bypass 



그림 4-3. System 80+ 현상론척 고장수목의 예 (정점사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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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격납용기 우회방지 : 격납용기 우회의 발생으로 간주되는 사고경위는 접속 

계통올 통한 냉각재 상실사고 (V 경위)와 자동감압밸브가 고착개방된 상황에서의 

증기발생기 세관파열사고가 해당된다. 

@ 격납용기 격려 : 격납용기 격리실패는 하루 200 v/o를 초과하는 누설율로 

격납용기가 누설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 노섬손상천 격납용기 손상 : 이 사상에 관계된 사고경위는 격납용기 냉각기 

능의 장기상실올 포함하는 경위들이다. 

@ 조기 격납용기 손상 : 조기 격납용기 손상은 원자로용기 파손 후 4시간 이 

내에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를 유발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주요 현상들은 격납용기 직접가열， 수소폭발， 급격한 증가발생 둥이며， 이들로 구 

성된 현상론적 고장수목이 구비되어 있다. 

@ 후기 격 1냥용기 손삼 : 후기 격납용기 손상은 원자로용기 파손 후 4시간 초 

과 후 격납용기가 파손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기여하는 현상들은 후기 수소 

폭발， 격납용기 장기냉각능력 상실，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웅으로 언한 비웅축성 

기체 발생 둥이며， 이들로 구성된 고장수목이 구벼되어 있다. 

@ 격납용기 바닥 용융관통 : 이 격납용기 손상모드는 주로 원자로공동내 노섬 

파편충의 냉각불능올 포함하는 경위들과 연관되어 있다. 원자로공동 구조와 침수 

여부로 구성된 고장수목이 구비되어 었다. 

<1>Zl효뭘출 : 이 정정사상은 원자로공동내에 형성된 노섬파편충의 냉각성 여 

부로 결정된다. 이 정점사상의 발생은 상당한 용융노섬-콘크리트 반응과 그에 따 

른 기화 방출의 발생올 의미한다. 

$ 재기화 방출 : 이 정정사상은 일차계통내에 침착되었던 휘발성 핵분열생성 

물이 재기화되어 중대사고 후기에 격납용기 파손시 많은 양의 재기화 물질이 방 

출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 핵분열생성불 세정 : 본 정점사상은 자연침착이냐 중력침착 외에 격납용기 

대기로 부터 핵분열생성물올 제거할 수 있는 다른 기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 

다. 주로 격납용기 살수계통 작동여부에 관련되어 었다. 

@ 보조건물올 통한 방사능핵종 방출 : 이 정점사상은 방사능핵종이 보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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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통하여 방출되는지의 여부를 묻는다. 만약 그렇다면 보조건물 안에서 부가적 

인 핵분열생성물 제거가 가능해질 것이다. 

<표 4-4>는 각 PDS에 따른 CET 조건부 분기 점 확률올， 그리 고 <표 4-5>는 

각 방출유형별 환경영향올 각각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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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þ. 

PDS\TE 

l 
3 
7 
9 
14 
16 
17 
23 
24 
25 
53 
55 
59 
61 
64 
67 
97 
101 
103 
107 
115 
119 
125 
127 
130 
131 
133 

2 
0.0 2.0E-3 
0.0 2.0E-3 
0.0 2.0E-3 
0.0 2.0E-3 
0.0 0.0 
1.0 0.0 
0.0 2.0E-3 
0.0 2.0E-3 
0.0 0.0 
0.0 0.0 
0.0 2.0E-3 
0.0 2.0E-3 
0.0 2.0E-3 
0.0 2.0E-3 
0.0 2.0E-3 
0.0 0.0 
0.0 2.0E-3 
0.0 2.0E-3 
0.0 2.0E-3 
0.0 2.0E-3 
1.0 2.0E-3 
0.0 2.0E-3 
0.0 2.0E-3 
0.0 2.0E-3 
0.0 2.0E-3 
0.0 0.0 
0.0 0.0 

표 4-4. PDS에 따른 조건부 분기 점 확률 

3 4 5 6 7 8 9 10 
0.0 5.0IE-4 0.0 0.0 0.0 0.0 1.0 0.0 
0.0 5.0E-4 8.0E-3 0.0 0.0 0.0 0.0 0.0 
0.0 5.01E-4 0.0 0.0 0.0 0.0 1.0 0.0 
0.0 5.0E-4 8.4E-3 0.0 0.0 0.0 0.0 0.0 
1.0 0.0 N/A 0.0 0.0 0.0 0.0 0.0 
0.0 0.0 N/A 0.0 1.0 0.0 0.0 1.0 
0.0 5.IE-4 0.0 0.0 0.0 0.0 1.0 0.0 
0.0 5.1E-4 0.0 0.0 0.0 0.0 1.0 0.0 
1.0 0.0 N/A 0.0 0.0 0.0 1.0 0.0 
1.0 0.0 N/A 0.0 0.0 0.0 0.0 0.0 
0.0 2.7E-4 0.0 0.0 0.0 0.0 1.0 0.0 
0.0 2.6E-4 8.0E-3 0.0 0.0 0.0 0.0 0.0 
0.0 2.7E-4 0.0 0.0 0.0 0.0 1.0 0.0 
0.0 2.7E-4 l.lE-3 0.0 0.0 0.0 0.0 0.0 
0.0 6.3E-6 4.7E-3 0.86 0.95 0.0 0.0 0.0 
1.0 0.0 N/A 0.0 0.0 0.0 0.0 0.0 
0.0 2.0E-5 9.0E-3 0.0 0.0 0.0 0.0 0.0 
0.0 3.0E-5 0.0 0.0 0.0 1.0 1.0 0.0 
0.0 2.0E-5 9.0E-3 0.0 0.0 1.0 0.0 0.0 
0.0 3.0E-5 0.0 0.0 0.0 0.0 1.0 0.0 
0.0 0.0 N/A 0.0 0.0 1.0 0.0 0.0 
0.0 l.lE-4 0.0 0.0 0.0 0.0 1.0 0.0 
0.0 l.lE-4 0.0 0 .. 0 0.0 0.9 1.0 0.0 
0.0 l.lE-4 2.7E-3 0.0 0.0 0.9 0.0 0.0 
0.0 1.0E-4 4.4E-3 0.81 0.90 0.9 0.0 0.0 
1.0 0.0 N/A 0.0 0.0 0.0 0.0 0.0 
1.0 0.0 N/A 0.0 0.0 0.0 0.0 0.0 



표 4-5. 방출범주별 환경영향 

Release Release Class Description Dose 

Class (rem) 

RC7.1 Containment intact, De~i~asis leakage. 13.8 

RC6.2 Containment melt-through, Vaporization 31. 1 

release, No scrubbing. 

RC6.4 Containment melt-through, Vaporization 628.0 

release, Revaporization releases, No scrubbing. 

RC5.1 Late overpressure failure, No vaporization 706.0 

or revaporization releases, ~o scrubbing. 

RC5.2 Late overpressure failure, No vaporization 2810.0 

releases, Revaporization releases, No scrubbing 

RC4.1 Early overpressure failure, No vaporization 80.3 

or revaporization releases, Scrubbing. 

RC4.2 Early overpressure failure due to DCH, No 4230.0 

vaporization or revaporization releases, 

No scrubþiIlR 

RC3.1 Containment failure prior to core damage, 1870.0 

Noyaporization releases, No scrubbing. 

RC2.2 Containment isolation failure, No vaporization 20.0 

or revaporization releases, Scrubbing. 

RC2 .4 Containment isolation failure, No vaporization 4430.0 

or r~\'élJ>orization releases, No scrubbing. 

RC 1.4 Containment bypass, No vaporization releases, 3740.0 

No scrubbing. 

RC1.7 Containment bypass, vaporization releases, 10100.0 

No scrubbing. 

매
 



제 3 절 CET를 이용한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개발 

3.1 지원체제의 구생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System 80+ PSA 결과 중 CET와 관련된 지료를 

바탕으로 사고관리 를 위 한 전산 지 원체 제 인 SAMUEL (Severe Accident 

Management Using Event tree & 1ρgic tree)올 개발하였다. SAMUEL의 구성은 

φ 데이타베이스 모률，(2) 주 처리 모률， 그리고 @ 디스플레이 모율로 구성되어 

있다. 각 모률칸의 연관성 및 주 처리모율에셔의 작엽흐름도가 <그림 4-4>에 보 

여진다. 다음 절들은 이들 각각의 모율들올 간단히 셜명한 것이다. 

3.2 데이타베이스 모률 

이 모률에서는 앞절에서 정의된 PSA 결과들올 저장하고 필요시 가져다 다른 

모률에 넘겨주는 작업올 담당하고 었다. 이 모률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타베이 

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D 발전소상태 매개변수 및 정의 (PDS 관련) 

￠ 격납용기 사건수목 및 현상론적 고장수목의 구성 

(3) CET 각 노드에서의 분기점 확률 

@ 격납용기 손상모드별 빈도 및 소외 피폭량 

@ 발전소 계통 정보 

3.3 다스플래이 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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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모률 

@웰따율 

• CET & FT 
w/ various 
information 

~--
I앓la 

• Questions & 
Menu Selection 

• Most Effective 
Actions 

• Candidate/ 
Alternative 
Actions 

주 처리 뚫
 

비-

PDS 규명 

CET에 의한 사건중심 
대책과 증후충심 대책에 
근거한 대응조치 도출 

비 화면 Display 

• Most Likely Path 

• Success Paths 

• Action Guides 

그림 4-4. 사고관리 전산체제 작엽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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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베이스 모률 

• PDSs 

• CET & FT 
Structures 

• CET Node 
Conditional 
Probabilities 

• Containment 
Failure 
Probabilities 

.Offsite 
Consequences 

• System 
Information 



이 모률은 주 처리 모률에서 처리한 결과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을 담 

당한다. SAMUEL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그래픽 화면과 마우스 

로 처리할 수 있는 GUI를 적용하고 있다. 본 모율에서 디스플레이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CD PDS 규명작업 패널 

@ 관련수치틀올 포함한 CET 

@ 각 노드에 대한 현상론적 고장수목 

@ 진행경로， 예상경로， 바람직한 경로 

@ 사고진행 상황 

@ 운전원 대옹조치 권고 

3.4 주 처리 모률 

본 모률에서는 데이타베이스 모률에서 획득한 입력올 처리해서 사고관리를 지 

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 디스플레이 모율로 넘겨주는 역할올 담당한다. 본 모 

률에서 처리되는 작엽은 다음과 같다. 

CD PDS 규명작엽 

현재 진행 중인 노심손상사고에 대응하는 PDS를 규명하기 위해 앞 절에서 논 

의된 바 있는 7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였다. 각 매개변수들이 갖는 값올 메뉴에 

서 선택하면 시스템은 데이타베이스와 대조하여 해당 PDS 번호를 가려내도록 되 

어 있다. 

(2) CET 구성 

규명된 PDS 번호를 통하여 해당 CET에 대한 분기정 확률， 최종상태 빈도， 소 

외 방사선 피폭 둥올 데이타베이스로 부터 얽어들여 CET를 구성한다. 

@ 사고진행 정보 및 진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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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경위의 주요 특성과 사고의 진행경로를 MAAP 코드의 결과에서 발혜 

하도록 되어 있다. 

@ 예상경로 몇 바람직한 경로 도출 

주어진 시점에서 분기점 확률에 바탕올 두고 가장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경로를 

도출한다. 또한 분기점 확률에 관계없이 결과를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경로를 

도출한다. 도출된 경로들올 CET상에 작도하기 위해 그 정보를 디스플레이 모율 

로 전달한다. 

@ 사고완화 대책 도출 

사고완화 대책은 크게 사건중섬의 대책과 증후중섬의 대책으로 나누어 도출한 

다. 사건중심의 대책은 사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위협받고 있는 정점사상과 해당 

고장수목으로 부터 도출된다. 예를 들어 사고가 “조기 격납용기 파손 방지”에 해 

당하는 정정사상에 이르렀올 때， 사고관리 목표는 조기 파손의 방지가 되며 구체 

적인 대응책은 그 노드에 해당하는 고장수목올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얻어진다. 

즉， DCH 방지를 위해 “RCS를 감압시키라” 동의 대책이 얻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취급될 수 있는 PDS가 단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주어진 PDS에 

대한 확률 등의 수치가 항상 일정하다는 점에서 특정 중대사고 경위에 대한 대처 

에는 융통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 점올 보완하기 위하여 PDS에 상관없 

이 현재 도전받고 있는 안전기능이 어떤 것언지에 기초한 증후중심의 대책이 마 

련되어 사건중심의 대책파 함께 제시된다. 증후중심대책은 IAEA에서 발간한 사 

고관리 사용자지침서를 참조하여 구성되었다.<그림 4-5>는 동지침서에서 발웨 

한 사고관리 목적수목의 구성올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6>은 본 시스템에서 

실재 이용하고 있는 격납용기 파손방지 부분에 대한 목적수목올 보여주고 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목적수목은 필수안전기능과 그에 대한 도전， 그 도전의 원인이 

될 수 었는 메카니즘， 각 메카니즘에 대웅하는 전략의 형식으로 찾올 수 있데 구 

성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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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예제 데모 

4.1 예채 사고경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SAMUEL)의 성능올 검증하기 위하 

여 하나의 예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경위는 System 80+에 대한 소외전원상실 

사고를 MAAP 코드로 분석한 것으로 사고는 격납용기 파손까지 진행된다.<표 

4-6>에서는 본 사고경위에 대한 주요 발생사건올，<표 4-7>에서는 사고당시의 

주요 매개변수 값들올 요약한 것이다. 또한 시간에 따른 격납용기 압력웅답은 

<그림 4-7>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경위의 특색은 원자로 공동이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면서 점진적인 노심용융몰-콘크리트 반응이 발생하여 과압에 의한 후기 격 

납용기 파손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본 사고경위를 모사한 MAAP 코드의 한계로 

언하여 DCH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4.2 예재 데모 

<그림 4-8>부터 <그렴 4-16>까지는 위에서 기술한 사고경위에 대한 

SAMUEL의 작엽올 보여주는 화면올 프린터로 덤프시킨 것이다. 시스템이 작동 

되면 <그림 4-8>과 같은 초기화면이 디스플레이 되게 되는데 본 시스템의 명칭 

과 로고와 함께， 화면 밑부분에 기본 조작단추들올 볼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맨 

먼저 수행되어야 할 작엽은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정확한 PDS를 규명하는 것 

이다. 이 작업은 “PDS Identification"이라고 표시된 단추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수 

행되도록 되어 았다.<그림 4-9>는 그 단추가 클릭되고 난 후 디스플레이된 화 

면올 보여준다. 이 패널에서 PDS를 규명하기 위해 7개의 파라매터들에 대한 적 

절한 값들올 선택해야 한다. 각 파라매터값 선정에 대한 도웅말은 해당부분의 

“Help" 단추를 클력 하면 얻올 수 았다 (그림 4-10). <그림 4-11>은 사용자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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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주요사건발생시간 

Time (seconds) Event Timings 

0.0 Accident Initiation 

0.0 Reactor Trip 

6938.3 Core Uncovery 

12581.5 Core Support Plate F ailure 

12661.3 Reactor Vessel Failure 

~ 8 days (approx.) Containment Failure via 
Basemat Melt-through 

표 4-7. 주요매개변수와계산치 

Parameter Value 

Mass ofhydrogen generated in vessel (lbm) 1405 
Mass of hydrogen remaining in vessel just prior to 970 
Vessel Breach (lbm) 

Primary system pressure at Vessel Breach (psia) 2450 

Maximum predicted concrete erosion at 24 hours (ft) 2.6 

Maximum predicted concrete erosion at 48 hours (ft) 5 

Containment pressure at Vessel Breach (psia) 16 

Containment pressure at 24 hours (psia) 42 

Contllinment temper~!l.l~e at 24 hOl.lr~ (g얻요 F)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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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올 마친 후 “Selection Completed" 단추를 클릭했올 때 나타냐는 메시지로서 

현재 130번 PDS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었음올 보여준다. 

일단 원하는 PDS가 결정되고 난 후， “CET Construction" 단추를 클곽하면 해 

당 CET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된다.<그림 4-12>는 그 때의 화면으로서 CET와 

관련정보들이 나타나는 것올 볼 수 있다. 이 때， “Progress" 라고 쓰여진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한번에 한 정정사상씩 사고가 진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4-13>은 “Early Containment Failure Prevented"라는 정 점사상에 까지 사고가 진 

행되었올 때의 화면올 보여준다. 그림에서 개선된 경로 및 메시지들올 보여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사용자는 격납용기 조기손상올 유발하는 고장수목올 관찰할 

수 었다. “Fault Tree"로 이름지어진 단추를 클력하면 <그림 4-14>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은 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화면올 스크롤하여 원하는 부분올 관찰할 

수 있으며， “Fault Tree" 단추에 부착된 “Discard" 단추를 선택하면 이전의 CET 

화면으로 복귀한다.<그림 4-15>와 〈그림 4-16>은 사고가 더욱 “Progress"되었 

을 때의 화면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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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PDS 규명작업을 위한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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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선택이 완료되었을 때의 PDS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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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사고가 진행된 상황애서의 CET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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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현상론적 고장수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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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사고가 더 진행되었올 때의 CET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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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사고가 더 진행되었을 때의 CET 패널 



제 5 절 결론 및 권고사항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 었다. 

CD 사고관리전략 개발시， PSA 결과 및 격납용기 사건수목과 같은 그 부산물올 

최대한 활용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 

@ 격납용기 사건수목은 격납용기 성능평가에서 뿐만아니라， 본 연구에서와 같 

이 중대사고관리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방법론올 제공할 수 있다. 

(3) PSA 결과에 입각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은 발전소의 취약점올 보완하고， 중 

대사고 결과를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 사고관리 지원시스템은 Graphical U ser Interface와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 

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시스템은 이러한 유형의 방법론에 대한 적용가능성 

타진 정도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몇가지 사항이 보완된다면 이 방법론 

은 사고관리 전략의 개발과 훈련에 매우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가 권고된다. 

@ 주어진 사고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사고관리 전략의 도출올 위한 규칙기 

반이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 현상 및 발전소 파라매터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Fuzzy 이론과 같은 방법론들이 동원될 수 있올 것이다. 

@ 현재 시스템은 단순히 관찰이 가능할 뿐이나， 실재 적용이나 훈련용도로의 

사용올 위해서는 사용자의 조치가 직접적으로 결과에 반영되도록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MAAP 코드와 같은 중대사고 시율레이션 수단이 결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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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5 장 결 

가. 노심촌상 방지 방안 

효훌
'-

(1) PSA는 발전소의 취약성과 성능에 대한 이해를 얻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가 

장 기본적언 유력한 도구이다. 이러한 작업은 발전소 계통의 기능이 다소 저하된 

다양한 사고에서 PSA를 통해 발전소의 반옹에 대한 통찰력올 요구한다. 

(2) 사고관리에 대한 기반으로써 PSA는 사고경위를 규명하고 성공경로 

(Success Path)를 밝히고 위험도를 줄이며 운전원 훈련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사고 연대기 (Accident Chronologies)를 개발하는데 유용하다. 

(3) 중대사고 방지는 많은 나라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며 이는 PSA 방법에 

의해 취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PSA의 한계들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 

다. 

(4) 중대사고의 방지를 위해 PSA 결과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PSA의 유익 

한 정이 반영될 수 있다. 

(a) PSA는 노섬손상 빈도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b) PSA는 서로 다른 사고들과 안전계통의 영향을 규명한다. 

(c) PSA는 초기의 대량 방사능 누출올 일으키는 사고들과 이러한 사고들이 차지 

하는 전체적인 분율(Frac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관리 대책이 필요 

한 부분올 밝히며 기능상실과 노섬손상 사이에 방지적 조치를 수행할 수 있 

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PSA의 한계점 때문에 절대적인 수 

치가 아닌 상대적， 정성적인 기여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PSA의 한계 

와 볼확실성올 줄이기 위해 앞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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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고완화 방안 

(1) PSA 결과를 통하여 사고완화를 위한 다음의 전략들이 일반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a) 방출올 완화하고 고압 노섬 용융올 피하기 위한 일차측 bleed에 의한 일차 측 

의 감압; 

(b) 의도적인 점화 둥에 의한 수소 연소 그리고 수소 분포 제어， 수소 제거， 격납 

용기 비활성화， 혼합증진올 위한 촉매반응 장치의 개발; 

(c) 과압에 의한 격납용기 손상올 방지하는 격납용기 여과 배출; 

(d) 원자로공동내의 용융노심올 냉각시키기 위한 원자로공동 침수; 

(e) 격납용기 냉각 계통 및 격납용기 살수 계통; 그리고 

(f) 축전지 용량의 증대. 

(2) 각각의 전략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험도 측면에서 불리한 영향올 미철 수 

있는 전략이 규명되어야 한다. 현재의 중대사고관리 연구 프로그램은 사고방지 

그리고 사고완화 전략올 동시에 수행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사고관리 전략평가 

연구는 대립되는 요건들올 포함하는 반대의 영향올 조사해야 한다. 

(3) PSA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대부분은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진행올 수 

행사키는 인간의 행위를 예측하는 어려움에서 기인하므로 운전원의 역할올 감소 

시킴으로서 볼확실성올 감소시킬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또 다른 기여인자는 

중대사고시 일부기능의 실패에 대한 확률 계산에서 비롯되는데， 따라서 이들 사 

고 중 일부에 대한 발생 가능성의 제거 및 방사성물질 방출 완화 계통의 셜계 기 

준올 변경시킴으로써 불확실성올 감소시킬 수 있다. 

(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국가적인 규제 계획은 PSA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 

올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전성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 

동 중 원전은 설계 개선올 통해 발전소의 안전성올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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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대사고관리 지윈을 위한 전산기법의 응용 

(1) 사고관리전략 개발 시， PSA 결과 및 격납용기 사건수목과 같은 그 부산물 

올 최대한 활용할 필요와 가치가 었다. 

(2) 격납용기 사건수목은 격납용기 성능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와 

같이 중대사고 관리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방법론올 제공할 수 있다. 

(3) PSA 결과에 입각한 중대사고관리 전략은 발전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중 

대사고 결과를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4) 사고관리 지원시스템은 Graphical User Interface와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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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Advanced Procedure for Emergency 
Operation using Task Allocation and Synthesis of PR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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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 and Technology, 373-1 Ku Song Dong, Yu Song Gu, Taejon, Korea 

Abstract 

An advanced procedure for emergency operation is developed and discussed 

by focusing attention on the importance of the operator’s role in emergency 

condition for nuclear power plants(NPPs). Progress and improvement of the 

procedures now seem to be at a standstill insofar as the remaining problems can 

not apparently be solved using the conventional approach developed in NPPs 

since the TMI accident. By considering numerous problems that result from 

traditional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EOPs) with inherent complexity, we 

proposed the advanced EOP(AEOP) which is simplified and consolidated 

through task allocation using the computerized operator aided system(COAS) for 

operators. The PRA results are synthesized in the AEOP using the event tree 

(ET) to give the awareness and the prediction of accident progression of m헤or 

step of AEOP dynamically and the COAS is implemented on a SUN-4175 

workstation using C and QuintusTM prolog language. Finally we simulated the 

AEOP with graphic display of the COAS for loss of offsite power (LOOP) with 

full scope simulator of unit three NPP at Kori to compare time response and 

action consistency. The results indicated that operators' actions using AEOP are 

not only more consistent in their actions but also able to provide earlier 

termination and mitigation of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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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Process disturbance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difficult 

tasks to be performed by operators of large process plant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NPPs). It is not only because the problems are complicated, but also 

because the process disturbances of the plants give operators cognitive overload. 

During the 1970s, most of existing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EOPs) 

for operation and safety maintenance in NPPs have been designed on an event

oriented basis. This approach consisted of a number of abnormal or anticipated 

events characterized by well defined entry conditions. In an abnormal situation, 

operators were expected to index the situation to any one of the defined events. 

The structure of these procedures is essentially linear and represents a canned 

recipe for each and every pre-analyzed plant malfunction. From an operations 

standpoint event-based procedures proved to be efficient and easy to follow. But 

the weakness of this approach was identified in the Three Mile Island accident as 

follows1
; 

1. Too much responsibility was placed on the operator’s ability to 

identify the abnormality quickly and properly'and then proceed to 

respond using event-oriented procedures. 

2. Emphasis was placed on maintaining the plant avai1ability whi1e 

critical safety functions were ignored. 

3. Response procedures lead to conflict with objectives when multiple 

events were identified. 

4. It was not possible to define all unanticipated situations and 

abnormal events or combinations previously. 

In the early 1980s, EOPs were developed by the "symptom oriented" or 

갱af눔ty-function maintenance" approach to give priority to safety maintenance 

because of the weakness of the "event oriented" approach. In this approach a set 

of plant conditions based on safety-function maintenance is defined, an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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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 does not have to identify the initiating event to treat the consequences of 

a malfunction. The major difficulties of a symptom-based approach are its 

inherent complexity. This results in lengthy procedures which have multiple 

entry points. These procedures are narrative in format and logically structured 

into a number of linked trees and structure of the procedure is related to the key 

process symptoms to be observed. The shortcoming of this approach is that the 

maintenance of plant safety may lead to degradation of continued plant 

operation, and operators are often required to do many tasks in paralle12
• 

Also reactor operators have reported numerous problems which result from 

traditional hard-copy EOPs, especially when they contain symptom-based EOPs. 

Operators 잠equently have reported that it is difficult and time consuming to 

identify and locate the correct manuals of the procedure. Another common 

complaint is that it is difficult to move back and forth between several sets of 

procedures in conditions of multiple procedures. This, in tum, is likely to lead to 

human error. Also this places a severe burden on the operators, as they have to 

identi한 and evaluate the symptoms to be applied, and interpret the procedures to 

carry out the recommended actions. Thus current procedures still may place 

significant strain on operators trying to apply them to difficult situations. The 

consequence is a corresponding potential negative impact on plant safety. 

The nuclear industry has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the role that 

human error plays in the occurrence of the events and accidents in the NPPs. 

Analysis of event reports shows that the most commonly cited cause of events in 

the United States is plant operating procedures. In fact, operators have cited 

procedural problems as a causal factors in approximately 69% ofreported events3
• 

To overcome these procedure problems, this paper is aimed at the 

simplification and consolidation of EOPs through task allocation for operators 

using computerized operator aided system (COAS).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11 we outline an analysis of the current EOPs while in section 

111 we present our approach to synthesis of PRA result and introdu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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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EOP(AEOP) in case of loss of offsite power(LOOP). In section IV we 

simulate and compare the time response between AEOP using COAS with 

graphic display windows and EOPs for WOP. Finally in section V the conclusion 

and futher studies are made. 

11. Emergency Operating Procedures(EOPs) Analysis 

When the reactor-protection system limits or the safeguards-actuation sys

tem limits are exceeded the EOPs are to give the appropriate symptom-based 

operating procedures to achieve early and safe plant shutdown. Currently the 

EOPs consist of two main sub-procedures as optimal recovery guidelines and 

function restoration guidelines4
• The EOPs structure is shown in Fig. 1. 

< Fig. 1 EOPs Structure > 

ll.l Optimal Recovery Guidelines ( ORGs ) 

The ORGs are symptom based and scenario oriented, and are composed of 

three types of guidelines; emergency guidelines (E), emergency sub-guidelines 

(ES) and emergency-contingency action guidelines (ECA). The list ofthe ORGs 

with four basic categories is shown in Fig. 1. 

ll. 2 Critical Safety Functions ( CSFs ) 

A fundamental goal in NPPs safety is the prevention of uncontrolled releases 

ofradioactive materials from the NPPs. Such an objective can be met by mainte

nance of a few functions or characteristics of the plant, which have been called as 

the CSFs. 

The following six functions have been defined as the CSFs of PW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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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s. 

1. Subcriticality control (S), 

2. Core-Coo1ing control (C), 

3. Heat-Sink control (H), 

4. Primary-Boundary Integrity control (P), 

5. Containment-Integrity control (Z), and 

6. Reactor-Coolant System-Inventory control (1). 

When there is a challenge for any one of the CSFs, the recovery process by 

the ORGs is interrupted so as to perform some other procedure addressing a 

more urgent safety concern. Those procedures are the FRGs. The FRGs establish 

the predefined symptom-based and function-related restoration strategies for re

sponding to emergency transients. 

ll. 3 Function Resto뼈tion Guidelines ( FRGs ) 

The FRGs contain restoration guidelines of the state of plant safety indepen

dent of event sequence. The FRGs are typically inputted from the CSFs status. 

Following completion of function restoration, the FRGs direct the operator to the 

appropriate ORGs for resumption of optimal recovery. The FRGs are organized in 

six basic categories consistent with the CSFs. A list of the FRGs with six basic 

categories is shown in Fig.1 Through symptom-based diagnosis, the operator is 

directed to the proper ORG or FRG to faci1itate optimal recovery according to 

CSF status tree or symptom being monitored in ORG. 

Fig. 2 shows the hierarchy of EOPs with relation of probabi1ity and severity. 

As shown in Fig. 2, it is more dif윈cult for operators to handle emergency 

operation due to low probability and more severity. 

< Fig. 2 Hierarchy of EO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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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 Advanced EOP(AEOP) Development 

llI.l Sharing the task Interface between operator and machine 

Process automation is gradually being extended in NPPs, shifting the 

distribution of tasks between the operator and the automatics. The growing use 

of computerized operator support systems, in principle, may assist the operator in 

the whole spectrum of control room tasks and operational situations. Such 

computerized operator support systems may guide the operator in tasks such as 

disturbance diagnosis , planning of control actions or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In NPPs, many plant tasks are performed through a sharing of task actions 

by operators and machines. The decision making model can be applied as a 

framework to represent the sharing of task actions and to illustrate key 

communication between operator and machine to support task execution5
• 

Fig. 3 shows task actions on three decision making model 잠ameworks for 

AEOP: operator actions on the left and machine actions on the right and COAS 

on the middle. Information that must be transmitted between the operator and 

machine to support the transfer of task execution is shown by arrows that pass 

through the human-machine interface between the decision making frameworks. 

In the development of AEOP we inserted the COAS action in a model developed 

by Rasmussen to represent multiple decision making behaviors6
• 

< Fig. 3 Task Execution with Actions Shared between Operator and 

Machine> 

The tasks to be done by operator are called as active means and the tasks to 

be done by machine and COAS are called as passive means. The first indications 

of an abnormal plant state are acquired through passive means, e.g., control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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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In practice, since the supporting communication between operator and 

machine for task execution are very complex, we defined their responsibilities to 

perform task actions for a specific task depending on activities. 

Through alarms and other salient indicators, the operator is often able to 

observe abnormal conditions. After operators have been ale야ed that an abnormal 

condition may exist, they will acquire plant state data in a more active manner. 

At this point operators seek out indications that provide a description of high

level plant processes or functions. The operator tasks are described in various 

situations as presented in Table 1, ranging from normal conditions to 

disturbances and finally to accident situations. 

< Table 1. Operator Tasks in Various Situations > 

To avoid complexity of communication and reduce cognitive overload of the 

operator we refined their task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responsibilities for simplific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AEOP as follows: 

1. Machine task -- Detect, interpret, execute, 

2. Computerized operator aided system task -- Observe, identify, define, and 

3. Operator task -- Evaluate, select action. 

According to above strategies operators' tasks have been changed and 

reduced to monitoring and handling the emergency operation condition. 

llL 2 Development of AEOP 

Operating procedures for NPPs are traditionally provided to reactor 

operators in the form of hard-copy7. The hard-copy procedures provide operators 

with a set of sequential steps to observe, identity, evaluate, define task and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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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Operators have experienced di없culties in applying knowledge to unusual 

plant conditions during events. These difficulties resulted in delays in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events, depending upon whether the situations 

which operators have to face are routine or new. AIso the current EOPs did not 

inform the importantance of sequential step and permissible restoration time to 

operators to recover the system function and prevent severe accident. Therefore 

the current EOPs have modified in this study using the task allocation between 

operator and COAS to reduce operators cognitive load. 

The AEOP has been written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to organize 

operating activities as shown in the Fig. 4. 

1. Identification of the physical state of the plant 깐om a very limited set of 

parameters. 

2. Determination of the priority of the safety objectives, depending on the 

plant state. 

3. Selection of the sequence of actions to be performed in order to satisfy each 

individual objective, until the desired final state is reached, depending on 

the availability of the components. 

4. In parallel, monitoring of the status of the components required for 

emergency operation and attempt to restore the failed component. 

< Fig. 4 Principles for AEOP > 

The AEOP has the fo l1owing characteristics. 

1. Used by control room operators or safety-engineers, 

2. Described the major actions based on specific procedures to assure safety 

functions and reaction to plant symptoms, 

3. Success-oriented goal , 

4. Prevention and mitigation to lesser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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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imited number of options for action prescribed and 

6. Predominantly early actions less than 1 to 2 hours. 

To evaluate the weakness of each step of operation procedures, the PRA 

results are synthesized in the AEOP using the event tree (ET) technique. The 

AEOP with PRA result gives the awareness to operators and provides the 

prediction of accident progression. There are seve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plant status and ET as shown in following equations. 

1. Sub_heading = f4 (Plant_parameter) 

2. Heading = f3 (Sub_heading) 

3. ET = f2 (Heading) 

4. Plant_status = f1 (ET) 

The AEOP has been developed with three kinds of operation goals for primary 

system , secondary system and containment as followings8
; 

The primary system operation goals are; 

1. Subcritica1ity control, 

2. Coo1ing water inventory control, and 

3. Residual heat removal control. 

The secondary system operation goals are; 

1. Steam generator water inventory control, and 

2. Integrity contro1. 

The containment operation goal is; 

1. Containment integrity contro1. Consequently the containment integrity 

control is based on the containment pressure and temperature. 

The AEOP is ranged in increasing order of plant degradation for primary and 

secondary side. It is self-caπying and allows the operator to reach a stable and 

safe reactor state without changing procedure, if no more plant degradation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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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L 3 Demonstration of AEOP 

We select the LOOP for demonstration of AEOP because the LOOP is already 

candidate for the most talked about abnormal scenario in the NPPs . Through 

1989, 29 NPPs in the US sites have experienced the LOOP, with a median 

duration of about 30 minutes. The longest duration lasted, however, 19 hours. 

There have also been two station blackouts (SBO) at plants in shutdown9
• A 

complete LOOP will result in a turbine generator trip, reactor coolant pump 

(RCP) trip, and reactor trip. The major concerns in developing AEOP for the 

LOOP are reactivity control, reactor coolant system (RCS) integrity, auxiliary 

feedwater system(AFWS) operation, RCP seal failure , and electric power 

recovery. The probability of power recovery is a function of time, and availability 

of power recovery depends on accident sequence condition. 

A most severe variety of the LOOP is the SBO. The SBO occurs when all of 

the emergency diesel generators fails to start and run following the LOOP. If the 

switchgear room c。이ing fails, the SBO also will occur when room heat-up reaches 

failures temperature. There may be considerabl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plant’s physical and systematic status within the required time. The required 

detail actions for LOOP are shown in Table 24
• 

< Table 2. Required Detail Actions for LOOP > 

The state identification with objective priority and five major operation 

sequences to be performed by a senior reactor operator(SRO) for LOOP are shown 

in Fig. 5. AIso, in order to reduce the cognitive overload of an SRO in emergency 

situation, the AEOP divided the operator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their 

duties such as an SRO, reactor opeators(RO) and turbine operators(TO) as shown 

in Table 3. An SRO checks all plant status, not in view of single components or 

sing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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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AEOP for an SRO’s Action Priority 없ld Sequence for 

LOOP> 

< Table 3 AEOP for Control Room Operators for LOOP > 

IV. Simulation of AEOP in case of LOOP 

lV.l Graphic Display of COAS 

The COAS is implemented on a SUN -4/75 workstation. This system used C 

language for system language and Quintus™ prolog language10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anguage. To display operation guidelines in an easy and logical 

manner, the display window shows a dynamic system conditions by using 

symbols and color changes. The display windows consist offour kinds ofwindows 

which are ET window, CSFs window, pressure -temperature curve window to 

calculate subcooling margin of reactor coolant and detail action window. These 

windows are shown in Fig. 6. 

The top-right window displays the CSFs condition. The CSFs state will be 

changed one or more tim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olors: 

1. Immediate action required ( red ), 

2. Urgent action required ( orange), 

3. Action required ( yellow ) and 

4. Safety function satisfied ( green ). 

Each non-green color represents an action level that should be addressed 

according to certain rules of priority. The rules of unsafe operation are applied to 

monitoring the status of the CSFs as follows: 

[IF] an extreme challenge is diagnosed (red), 

[THEN] the operator should immediately stop optimal recovery and initiate 

function restoration to restore the CSF under extreme challenge. 

[IF] a severe challenge is diagnosed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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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the operator should continue to check the status of all CSFs and the 

operator should stop optimal recovery and initiate function restoration to 

restore the highest priority CSF under severe challenge. 

[IF] a non- satisfied condition is diagnosed (yellow), 

[THEN] the operator should continue to monitor the status of CSFs. 

In emergency conditions, most control actions are actuated automatically. 

Therefore the operator only monitors the progress of the situation. The detail 

actions performed by automatic actuation are displayed in detail action window. 

The detail actions instruction to be implemented by RO or TO are displayed in 

detail action window to observe and identify by an SRO. 

In order to prevent core damage it is necessary for offsite power to be restored 

and connected to the ESF bus bars. Alternatively, one or more of the emergency 

diesel generators could be recovered. As the existing EOPs did not notify the 

available time to prevent core uncovery to operators, the available time for 

restoration of related equipments from PRA result is displayed in detail action 

window to recover the faulted system. The available time for restoration 

including operator action time delay and equipment or process time delay is 

displayed for sequence events 5, 11, 13, 14 of LOOP to prevent core damage as 

followsll
; 

1. Available time for power recovery of emergency diesel generator : 7 hour 

2. Available time for secondary heat removal 

- AFWS failure: 

- Stuck open power operator reliefvalves (PORV) : 

- AFWS failure and stuck open PORV : 

90 minute 

110 minute 

80 minute 

The ET window with 15 events sequences for the LOOP displayed the m메or 

actions and ET headings according to plant state to inform the importa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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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to operator to prevent more severe accident as shown in Fig. 6. Sequences 

1 and 7 show successful safe shutdown with recoveIγ of electric power followed by 

successful secondary heat removal. Sequences 2 and 8 also show successful 

shutdown in long-term high pressure recirculation after feed and bleed together 

with successful containment heat removal. In sequences 3 and 9, core damage 

occurs because containment heat removal fails after successful high pressure 

recirculation. Sequences 4 and 10 are core damage sequences due to failure of 

high pressure recirculation and sequence 5 and 11 also core damage sequences 

due to failure of feed and bleed. Sequences 6 and 12 are transferred to smallloss 

of coolant accident(LOCA) ET window due to PORV being stuck open. Sequence 

13 is transferred to SBO ET window due to the failure of switchgear room 

cooling, and sequence 14 is also transferred to SBO ET window due to failure of 

emergency diesel generators. In sequence 15, a failure to scram has occurred due 

to the failure of insertion of the control rod assemblies. 

The middle-right window displays the reactor coolant pressure-versus

temperature curve to analyze the subcooling margin of reactor coolant. This 

window shows four curves such as the required technical-specification limitation 

curve, operation-1imitation curve at containment normal and adverse condition, 

and residual heat-removal curve. The regions divided by curves present the 

green, yellow, and red color according to reactor coolant condition. 

< Fig. 6 Emergency • Condition Window Display > 

IV.2 Time Response Comparisons 

To compare the AEOP against the existing EOPs, time differences for 

cue-actions pairs are used. The cumulative time of cue-actions is the total 

time interval that the operators need to recognize the cue, find and read the 

appropriate steps in the EOPs and AEOP, and execute the operator’s actionl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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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monstrate this the real time full scope simulator of unit three NPP at 

Kori was used to collect time response data as shown in Table 4. Table 4 

shows the cumulative time interval for each of the seven human interactions 

using AEOP with COAS and EOPs. 

By contrast, operators using the existing EOPs did not attempt 

stabilization of steam generator pressure until 1606 seconds after reactor 

trip, which is about 47% longer than operators using AEOP with COAS. It is 

observed that operators using AEOP with COAS was about 1.6 times faster 

than other operators using existing EOPs until maintaining steam 

generator(SG) pressure using PORV. It is explained by the prompt 

interpretation of procedure to minimize RCS inventory loss through reducing 

RCS temperature using controls of SG PORVs and maintaining a secondary 

heat sink. Specially median time of operators' action using AEOP with 

COAS was reduced than that of operators using EOPs. It is shown with 

consistency in performance and proper interpretation of detail step action. 

< Table 4. Operator’s Time Response > 

v. Conclusion and Further studies 

We proposed the AEOP through task allocation using COAS, and the PRA 

results were synthesized in the AEOP using the ET to give the awareness and 

the prediction of accident progression of major step dynamically. As the AEOP 

divided the operator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operators' duty, an SRO is able 

to check alI plant status, not in view of single components or single system using 

AEOP. 

The AEOP with COAS was simulated with fulI scope simulator of unit three 

NPP at Kori to compare the cumulative time response of cue-actions and action 

consistency for LOOP. The results indicated that operators' actions using A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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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OAS provided not only faster termination and mitigation of accidents but 

more consistency in their actions. In case of simulation of LOOP, the comparison 

of median values of operators' response times in the human cognitive reliability 

framework indicated that operators using the AEOP with COAS interpret and 

operate in the skill or rule based cognitive domain, while operators using the 

existing EOP operate more in the knowledge based cognitive domain. 

In conclusion, we emphasize that the existing EOPs with inherent 

complexity should be simplified and consolidated such as AEOP using 

computerized operator support system to prevent more severe accident and 

reduce operator'’s cognitive overload in emergency condition. The proposed 

AEOP converted operator’s action from knowledge based behavior to skiU or 

rule based behavior and this conversion is able to perform specific new tasks 

more quickly, efficiently and reduce errors in emergency conditions ofNPPs. 

Currently we developed AEOP for the LOOP for demonstration. Therefore 

the foUowing work will be performed during the further studies. 

1. Developing AEOP for other accidents, 

2. Developing AEOP for beyond design basis accidents including core melt 

and vessel failure, and 

3. Adding more knowledge and better graphic display for the human -

machine interface of CO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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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erator Tasks in Various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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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ctions 

.Perfonn 
Immediate 
Actions 

• Restore AC power 

• Maintain Plant 
Conditions 
for Optimal 
Recovery 

• Evaluate Energized 
AC Emergency Bus 

• Select Recovery 
Guideline after 
AC Power Restoration 

Table 2. Required Detail Actions for LOOP 

Detail Step Actions 

l. V앙ify Reactor Trip 
- Rod bottom light 
- Reactor trip and bypass breaker -- OPEN 
- Rod position indicators - At ZERO 
- Neutron flux - Decreasing 

2. Verify Turbine Trip 
3. Check if RCS is isolated 
4. Verify AFW Flow to any AC emergency bus 

5. Try to restore power - Charging / SI pum뼈 
6. Place following equipment switches in Pull - to - lock position 

- High - head SI pumps 
- Low - head SI pumps 
- Containment Spray pumps 
-CCWpumps 
- Motor driven AFW pumps 
- Containment Fan cooler 

7 Dispatch personnel to locally restore AC power using GOP-823 

8. Dispatch personnel to locally close valves to isolate RCP seal 
and place valve switches in closed position 
9. Check if CST is isolated from hotwell 
10. Check SG status 
11. Check if SGs are not faulted 
12. Check if SG tubes are not ruptured 
13. Check intact SG levels 
14. Check DC bus load 
15. Check CST level greater than 60% 
16. Depressurize intact SGs to 18kg/cm2 
17. Check reactor subcritical 
18. Check SI signal status 
19. Verify Containment isolation phase A 
20. Verify Containment Ventilation isolation ‘ 

21. Check containment pressure - has remained less than 11.5kg/cm‘ 
22. Check Containment radiation - less than nonnal value 

23. Check if AC Emergency Power is restored 
24. Stabilize SG Pressure 
25. Verify following equipment loaded on AC emergency bus 

- 480 Volt Busses 
- Battery Charges 
- Insσument and Control 
- Emergency Lighting 
- Communications 

26. Verify Service Water System Operation 

27. Select Recovery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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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 

Step SRO RO TO ActionÆxpected Response Insσumenν Remark 

1. Perform 
Immediate Action 

1. Reactor Trip x 
x - Rod bottom light SF-ZI - 001 If reactor power 
x - Reactor trip and by-pass breaker SB-BS-ω1 is below 10% 
x - Rod position indicators SE-NM-035 automatic trtp 
x - Neutron flux SE-NM-031 action ís not 

x - If not trip manu따 띠p implemented 
X - COAS monitoring 

2. Turbine Trip x 
- Confmn turbine trip alann x 

x - All turbine stop valve closed AC-FV-55 
x • • • x - COAS monitoring 

for Table 3. AEOP for Control Room Operators 

1 

}
N∞
 
1 



( Unit: Second) 
Table 4. Operators’ Time Response 

Medians 
Action Time 

Cumulative Mean 
Action Time Action Cue Number 

EOP AEOP EOP AEOP 

2 2 2 2 Reactor Trip Rod bottom light HI-1 

77 
98 

43 
45 

94 
101 

45 
51 

Isolate PRZR PORV 
Isolate Letdown Iso. V /V 

Isolation of RC5 HI-2 
f표-2A 
HI-2B 

1 

]N

• 
1 

85 

310 
314 

63 

107 
114 

71 

304 
307 

64 

104 
110 

Initiate TD AFW Pump 

A. High head 51 pump 
B. Motor driven AFW pump 

5team generator Lo-Lo Level 

Place required equipment 
in Pull-to lock position 

f표-3 

HI-4 
HI-4A 
HI-4B 

438 365 451 343 Maintain SG level between 
17% and 50% 

5G Level HI-5 

1171 
1203 

757 
752 

1181 
1190 

742 
750 

A. Controls ofSG PORVs 
B. Controls of AFW flow 

Depressurize intact SG 
pressure to 18kg/αn2 

f표-6 

HI-6A 
HI-6B 

1621 1111 1606 1089 Controls of SG PORVs 5tablize SG pressure f표-7 



YES NO 

OPTIMAL RECOVERY GillDANCE FUNCTIONAL RESTORATION GillDANCE 

Fig. 1. EOP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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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erarchy of 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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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ed System 

Operat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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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ask Execution with Actions Shared between Operator and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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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inciples for A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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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High뻐egraded Condition I 
• Diagnosis 

• Objective priority 

• 5 Sequences 

Perform Immediate 
Action 

• Emergency Shutdown 

• Safety Injection 

• SatisfactoryWater Inventory 

• A vailable Steam Generator 

• No Radioactivity 

• Under Criticality Control 

• Heat Removal Control 

• Water Inventory Control 

Maintain Plant 
~onditions for Optimal Recovery 

Evaluate Energized AC 
Emergency Bus 

Select Recovery 
Guideline after AC 

ower restoration 

Fig. 5. AEOP for SRO’s Action Priority and Sequence for 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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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mergency - Condltion Wlndow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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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환경 Sun Sparcstation 1 +, Openwindow Window Manager 
사용언어 :C 

그래 픽 라이 브러 리 Xview, Xlib 

사용자 인터페이스 : 화면 그래픽 디스플레이와 마우스 클릭 

프로그램 구성 

l tree.c I 
m aJ.n.c: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초기화면 디스플레이， 주 조절때널의 활성화， 전 

체적인 작업 콘트롤을 담당한다. (그럼 4-8 참조) 

주 조절꽤널의 단추들이 선택됨에 따라 해당 서브루틴들을 호출한다. 

pds.c: 

주 조절꽤널의 "PDS ldenti타cation" 단추가 클릭되었을 때 메인 프로그 

램으로 부터 호출되어 발전소 손상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독자적인 꽤널 

을 생성한다. 

7개 파라매터 값 선택， 선택을 위한 도움말， 선택완료 등을 지시하는 

단추들을 생성하고， 선택이 완료되었을 때， 선택된 발전소 손상상태를 

규명하여 통보한다. (그림 4-9， 10, 11 참조) 

cet.c: 

주 조절꽤널의 "CET Construction" 단추가 클릭되었을 때 메인 프로그램 

으로 부터 호출된다. 격납용기 사건수목을 보여주는 화면과 사고진행정 

보를 보여주는 화변， 그리고 운전원 조치사항을 제시하는 화면으로 구 

성된다. (그림 4-12 참조) 

주 조절꽤널의 "Progress" 단추가 클릭될 때마다 세 화면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갱신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 4-13 참조) 



tree.c: 

주 조절때널의 "Fault Tree" 단추가 클릭되었을 때 메인 프로그램으로 부 

터 호출된다. 호출될 때의 사고 진행상황이 고장수목을 구비하고 있는 

정점사상 (즉， 5~9번 정점사상)에 도달되어 있다면， 본 서브루틴은 

화면상에 해당 정점사상의 고장수목을 디스플레이 한다. (그럼 4-14 참조) 

만약 고장수목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정점사상이라면 해당되는 고장수 

목이 존재하지 않음을 통보한다. 

basic.c: 

모든 서브루턴들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정 

의한다. 예를 들면， 컬러 랩의 설정， 선이나 박스의 작도， 텍스트 정보 

의 삽입 등을 위한 함수들이 어기에 정의되어 있다. 

data: 

격납용기 사건수목화면 구성시 필요로 하는 데이타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발전소 손상상태별 각 정점사상 노드들에서의 조건부 

분기점 확률，격납용기 사건수목최종상태 도달 빈도， 소외 선량， 사고 

진행 정보 등의 데이타들이 독립적인 화일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화일의 생성 

[ j ktt<웰turn> 

단， 이때 작업 디랙토리에 위의 소스 화일들 및 Makefile이 존재하여야 

한다. (Makefile: 그 림 1) 

프로그램의 실행 

“ s뼈뼈 <Rêtü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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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절패널 구조 (화면하단부) 

[ PDSI뼈tifi떠tion) (CET αns야uction) 앤끓련 (Fa비tTree ] 댄힘 앤꽉〕 

PDS Identification : 

초기화면이 디스플레이된 상황에서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그림 

4-9>와 같은 발전소 손상상태 규명을 위한 작업패널이 디스플레이 된 

다. 

CET Construction : 

발전소 손상상태 결정이 완료된 상항에서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선 

택된 발전소 손상상태에 대응하는 격납용기 사건수목 초기화면이 〈그림 

4-12>와 같이 화변에 디스플레이 된다. 

Progress: 

격납용기 사건수목 초기화면이 디스플레이된 상황에서 이 단추를 클릭 

하게 되면 한번에 한 정점사상씩 진행된다. (그림 4-13, 15, 16) 

Fault Tree: 

사고가 특정한 정점사상에 도달되었을 때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그 

에 해당하는 현상론적 고장수목이〈그림 4-14> 와 같이 화변에 디스플레 

이 된다. 이때 "Discard" 부메뉴를 선택하면 원래의 격납용기 사건수목 

화면으로 복귀된다. 

Help: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단추가 클릭되면 본 설명과 유사한 내용의 조절 

단추틀에 대한 설명을 담은 화면이 디스플레이 된다. 

Quit: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단추가 클릭되면 모든 작업을 종료하고 다시 

UNIX 헬로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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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절차 

Prepare 
Specific 

Accident Sequen<쪼 

Click 
"PDS Identification" 

Select 
Parameter Values 

and c1ick 
"Selection Completed"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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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fi1e for SAMUEL 

* # ****** P1ease READ me first !!! ****** 

* # SRC....DIR = pa당LoL강le_source_progr빼S 

# OBJ....DIR = path-of_the_object-fi1es 
# EXE = name_of_the_execution-fi1e 

* SRC_DIR = . 

OBJ....DIR = OBJ 
EXE = samue1 

α.. = cc 

LINK = cc 

앉’LAGS = -C -c -U -g -I$(OPÐ뻐I뻐O뾰)/sharel뇨lclude 

다'LAGS = -C -g 
LINK-LIB = -L$ (OP돼WI빠10ME )/1ib -lxview -lolgx -lX11 -lc -1m 

OBJS = $(OBJ....DIR)/main.o \ 
$ (OBJ....DIR) Icet. 。 \ 
$(OBJ_DIR)lbasic.o \ 
$(OBJ....DIR)/tree. 。 \ 
$(OBJ_DIR) I여s.o 

exe $ (OBJS) 
$(LINK) $(다'LAGS) -0 $(EXE) $(OBJS) $(LINK-LIB) 

$(OBJ....DIR)/main.o $(SRC....DIR)/main.c 
$(CC) $(앉'LAGS) -0 $ (OBJ....DIR) lmain. 0 $ (SRIιDIR)/main.c 

$ (OBJ....D IR) I∞t.o $(SRC....DIR)/cet.c 
$(CC) $(앉’LAGS) -0 $(OBJ....DIR)/cet.o $ (SRC....DIR) lcet. c 

$ (OBJ....DIR)lbasic.0 $(SRC....DIR)lbasic.c 
$(CC) $(CFLAGS) -0 $ (OBJ....DIR)lbasic. 0 $ (SRC_DIR)lbasic. c 

$(OBJ....DIR)/tree.o $(SRC_DIR)/tree.c 
$(CC) $(CFLAGS) -0 $ (OBJ....DIR) Itree. 0 $(SRC....DIR)/ftp.c 

$ (OBJ....DIR) I여s.o $ (SRC• DIR)/pds. c 
$(CC) $(앉'LAGS) -0 $(OBJ....DIR)I여s.o $(SRC....DIR)I여s.c 

그 림 1. Make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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