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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목: 울진 3, 4호기 두 계통 Option2 시범 적용 연구 - 고압안전주입계통, 

기기냉각 해수계통. Rev. 0 

 
    본 보고서는 미국(NEI 00-04)의 Option 2 방법론을 기준으로 하여 울진 3, 

4호기의 고압안전주입계통(HPSI), 기기냉각 해수계통(ESW)에 Option 2를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PRA 응용 결과,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기기들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으로 중요치 않게 여겼던 기기들이 안전성에 

중요한 기기로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안전 관련 기기에 속하게 되어 

특별처리규제 대상이 되었던 기기 중에 실제 원전 안전성에 중요하지 않은 

기기는 특별처리규제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규제로서 Option 2가 10 CFR 50.69 

등에 명시되어있다. 

NEI 00-04는 10 CFR 50.69와 관련된 산업계의 SSC (Structure, System, 

Component) 분류 지침서이고, 미국 규제기관인 NRC는 Reg. Guide 1.201에서 NEI 

00-04 방법을 인증하였다.  

울진 3, 4 호기의 두 계통에 Option 2 를 적용한 결과, 고압안전주입계통 

안전관련 기기 277 개 중 161 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하고, 

고압안전주입계통 비 안전관련 기기 중 20 개는 강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기냉각 해수계통 안전관련 기기 238 개 중 121 기기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하고, 기기냉각 해수계통 비 안전관련 기기 중 4 개는 

강화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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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itle: A Pilot Study on Applying Option 2 to Two Systems in the UCN 3, 4  

-  HPSI, ESWS  (Rev. 0) 

 
This report describes the Option 2 method applied to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HPSI) and essential service water system(ESW)of UCN 

3,4 based on the U.S NEI 00-04 Option 2 methodology. 

 
From PRA application results, it was known that many SSCs were not 

important in the safety point of view even though they belonged to the 

safety related SSCs, and that some SSCs were important in the safety point 

of view even though they were the non-safety related SSCs. The former SSCs 

are called ‘RISC-3’SSCs, and the latter SSCs are called ‘RISC-2’ SSCs. 

Thus, in the Option 2 applications under the 10 CFR 50.69 requirement, the 

special treatment requirements for‘RISC-3’ SSCs could be relaxed, while 

the regulartory requirements for‘RISC-2’ SSCs  will be enhanced.  

NEI 00-04 is US industry categorization guideline for 10 CFR 50.69, and 

US NRC endorsed the NEI 00-04 methodology for Option in Reg. Guide 1.201.  

The results of Option 2 applications for the two systems of UCN 3,4 

show that 161 out of 277 safety related SSCs can be treated with relaxed 

requirements in the HPSI, while 20 non-safety related SSCs should be 

treated with special treatment requirements. Also, in the ESW, special 

treatment requirements for the 121 out of 238 safety related SSCs can be 

relaxed, and new special treatments are required for 4 non-safety related 

S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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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본 보고서는 NEI 00-04[1]의 Option 2 [2]방법론을 기준으로 울진 3, 4호기의 두 

계통에 Option 2를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NEI 00-04는 10 CFR 50.69[3]와 

관련된 산업계의 SSC (Structure, System, Component) 분류 지침서이고, 미국 

규제기관인 NRC는 Reg. Guide 1.201[4]에서 NEI 00-04 방법을 인증하였다. SSC 분류 

후에 특별처리규제(special treatment regulation) 면제 요청은 10 CFR 50.69에 따라 

수행하므로 NEI 00-04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본 보고서 본문 2장은 NEI 00-04의 Option 2 방법론을 기술하였으며, 3장에 울진 3, 

4호기의 두 계통에 Option 2를 적용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부록에서는 10 CFR 50.69 

내용과 Reg. Guide 1.201 의 초안인 DG 1121[5]을 참고로 요약하였다. 

제1절 배경 

10 CFR 50.69가 나온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30여년동안 미국은 

2700년의 원전 경험(세계는 10,000년)이 쌓여 왔고, 대부분 결정론적 방식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또, 근래 미국에서는 모든 원전이 

확률론전안전성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가 수행되어 왔고, 

PRA 응용 결과,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기기들은 중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으로 중요치 않게 여겼던 기기들이 안전성에 중요한 

기기로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도 분석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안전 관련 기기에 속하게 되어 특별처리규제 대상이 되었던 기기 중에 실제 

원전 안전성에 중요하지 않은 기기는 특별처리규제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Option 

2인 10 CFR 50.69 등이 만들어졌다.  

1. 특별처리규제 대상 기기 범주를 바꾸려는 규제기관  

이러한 특별처리규제 대상 기기의 범주를 바꾸려는 작업인 Option 2를 

규제기관이 선도하는 목적은 원전 사업자와 규제자의 관심과 자원을 좀 더 안전성에 

중요한 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Option 2를 시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기존규제에서 모든 안전관련기기는 특별처리규제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비안전 관련 기기는 특별처리규제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특별처리규제란 

다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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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기준 조건하에 설계 기준 기능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설계 

고려사항, 품질, 변경제어, 문서화, 보고, 보수, 시험, 점검, 

품질보증요건을 또한 만족해야 한다.    

 

비안전 관련기기로서 특별처리규제에 속하는 예외적인 기기는 

“안전중요기기”(“important-to-safety”)로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원전 사업자는 이 

안전중요기기에 관해서는 강화된 품질관리(augment quality control)를 적용한다. 

Option 2에서의 기기들의 안전 등급 분류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안전등급 분류  

안전 중요도 범주 안전관련 기기 비 안전관련 기기 

HSS(High Safety 

Significant) 
RISC-I  RISC-II  

LSS(Low Safety 

Significant) 
RISC-III RISC-IV  

 

 

Option 2 즉, 10 CFR 50.69는 기존의 안전관련(‘safety-related’) 기기와 

비안전관련기기 구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구분을 고안전중요성(high 

safety significance: HSS) 및 저안전중요성(low safety significance: LSS) 기기로 세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분류지침 

Option 2에서 기기 등급 분류에 적용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해당되는 위험도 평가 정보를 이용하라. 

 위험도 정보가 없을 시에는 결정론적이나 정성적 정보가 사용되어야 

한다. 

 분류과정은 정량적인 PRA 정보와 정성적인 정보가 혼합된 접근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Reg. Guide 1.174[6]의 위험도 정보 이용 방법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안전관련 SSC는 RISC-3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는 RISC-1이다. 

 안전 중요성 SSC는 특성을 문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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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분류 요약 

기기들의 등급분류 방법이 그림 1에 잘 기술되어 있다. 즉, 먼저 각 원전 

고유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HSS로 판정된 기기를 ‘전문가 종합 

의사결정 회의’(Integrated Decision-making Panel: IDP)에서 재등급 분류 할 

수 없고, 단지, 위험도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계통기능과 운전경험이 적절히 

위험도 분석시 반영되었나를 확인한다. 

또, 안전 관련 기기로서 LSS로 판정된 기기는 다시 심층방어(Defense in Depth: 

DID)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DID 분석시, 노심손상 방지 및 격납건물 성능 

관점에서 각 기기의 역할을 언급해야 한다. DID 분석 결과 HSS로 재분류되면 IDP에 

RISC-1 SSCs로 추천하며, 이때 IDP는 이 SSCs를 재분류할 수 없고, 단지, 위험도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계통기능과 운전경험이 적절히 위험도 분석시 반영되었나 

확인한다. 

고유의 위험도 평가 결과나 DID 분석으로 LSS로 판정 받은 기기는 위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HSS로 분류할 수 있다. 위험 민감도 분석 후 LSS로 분류된 

기기일지라도 IDP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HSS로 분류할 수 있다. 

 

 

RISC-3
And

RISC-4

RI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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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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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 Internal Event
  Risks
. Fire Risks
. Seismic Risks
. Other External
  Risks
. Shutdown Risks

HSS

LSS HSS

LSS

LSS

HSS

HSS

LSS

HSS

LSS

Integrated
Decision-
making
(IDP)

Review

. Operating
  Experlence
. Englieering
. DBA/Lcensing
  Requirements
. PRA

Defense-in-Depth
Characterization

Risk
Characterization

 

. 

그림 1. NEI 00-04의 기기 분류 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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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첫번째 위험도 특성 평가는 다음 5가지로 구분하여 기기의 

위험도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내부사건 위험도 

 화재 위험도 

 지진 위험도 

 외부사건 (회오리, 외부 홍수 등) 위험도 

 정지/저출력 위험도 

 

예를 들면, 내부사건 위험도 평가는 내부사건 PSA 모델을 이용하여, 

CDF관점과 LERF 관점으로의 중요도 분석을 통해 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구별하고, 그 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SSCs는 안전에 중요한 SSCs(RISC-1 또는 

RISC-2)로 구별하는 것이다. 그 다음, PRA의 불확실성을 민감도 분석(즉, 

인간신뢰도, CCF의 5%와 95% 값의 이용, 그리고, 정비이용불능도 0을 사용)을 

통하여 확인하므로써 기기 등급 분류를 검토한다.  

 

제2절 등급분류 과정 개요 

기기등급 분류는 다음의 8개 과정을 거친다. 8개 과정들간의 관계는 그림 2에 

잘 나타나있다. 

기기등급 분류의 8 과정 

 원전고유 자료/정보 수집 

 계통별 공학적 평가 

 기기별 안전 중요 평가 

 심층방어 평가 

 기능의 예비 공학적 분류 

 위험도 민감도 연구 

 IDP 검토 및 승인 

 SSC 분류 

 

다음은 위의 8개 과정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상세한 것은 다음 2장에 

기술되어 있다. 

원전고유 자료/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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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인허가 및 PRA 분석 정보, 그리고, 다른 관련 원전 자료를 

수집한다. 이외에도 SSCs분류에 적절한 PRA가 사용되었는지 IDP가 검토해야 

한다. 

계통별 공학적 평가 

계통의 경계, 계통의 기능을 정의하고, 기능별로 관련 기기를 연계한다. 

기능별로 관련 기기를 연계하는 것은 PRA 중요도를 계통기능과 연관짓기 

위함이다. 

기기 안전 중요도 평가 

발전소 고유 PRA를 사용하여 안전에 중요한 기기를 파악한다. 이 과정은 

전 출력 내부사건, 정지운전, 화재, 지진, 다른 외부사건 위험도에 기여하는 

기기를 고려한다. 

심층방어 평가 

이 단계는 CDF, LERF, 장기적인 격납용기 건전성과 관련된 심층방어를 

보존하는 기기 역할을 평가한다. 

기능의 예비 공학적 분류  

이 단계는 이전의 두 가지 업무인 기기안전중요도 평가와 

심층방어평가를 종합해 계통기능의 안전 중요도를 일차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위험도 민감도 연구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기기들이 특별처리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초래될 원전 전반에 관한 영향을 평가 한다. 

IDP 검토와 승인 

IDP는 분류 팀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를 검토한다. IDP는 일차적인 

분류과정에서 만들어진 정보와 교훈과 설계기준과 심층방어로부터의 정보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기능을 분류 한다. 

SSC 분류 

IDP가 SSC 및 기능의 분류를 검토할 때, 모든 SSC가 제대로 기능에 

mapping 되었는지 검증할 필요는 없다. IDP가 계통 기능 분류를 승인할 

경우, 계통기능에 대한 기기의 초기 개략적인 mapping이 안전에 중요한 



 7

SSCs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는 안전에 

중요한 것으로 분류된 계통과 기기를 안전에 중요치 않은 SSCs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상세 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 상세평가를 통해 

새로운 낮은 안전 중요 SSCs를 파악했다면, 민감도 분석을 다시 수행하고 이 

재분류 결과는 IDP에 보내진다. 

다음장 부터는 위의 기기등급분류 8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다. 

 

System Engineering
Evaluation

Preliminary Engineering 
Categorization of Functions

Defense-in-Depth
Assessment

All Components in
“Flowpath” HSS

Optional Detailed Engineering 
Review of HSS Components

Components 
LSS

Design Basis
Maintenance Rule

Operational
PRA

HSS LSS

RISC-3/4 Components

IDP Review 
and Approval

Preliminary Component Safety 
Significance Assessment

Risk Sensitivity
Study

SSC Categorization

Assembly of
Plant-specific Inputs

Adequacy of PRA Results

Component Mapping

 

 

 

그림 2.   위험도 정보 활용 분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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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등급분류 과정 

제1절 발전소 고유 입력 모음 

1. 문서 자원 

다른 위험도 정보 활용 분야처럼, 기기등급분류 시 설계와 인.허가 정보, 위험도 

분석/교훈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하다.  

설계와 인.허가 관련 정보 

master equipment lists 

개정 최종안전분석보고서(FSAR) 

설계기준 문서 

10 CFR 50.2 평가[7] 

10 CFR 50.65 정보  

PRA 관련 정보 

전출력 내부사건 PRA, 

화재 PRA 또는 FIVE[8] 분석  

지진 PRA 또는 지진 여유도 평가  

외부 위해 PRA 또는 외부 위해의 IPEEE 선별 평가 

정지 PRA 또는 NUMARC 91-06[9]에 의해 개발된 정지 안전 프로그램 

2. PRA 정보 사용 

SSCs분류 과정의 핵심 요소는 전출력 내부사건 PRA이다. 이 PRA는 

내부사건으로 인한 CDF와 LERF를 정량화하기 위해 현 상태의 건설과 운전상황을 

반영하고 기술적 적합성에 대해 승인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른 운전모드나 

위해에 대한 PRA 역시 내부사건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적용가능한 정량적인 

분석이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더 많은 범주의 PRA가 이용가능한 경우보다 더 

많은 SSCs를 안전 중요 SSCs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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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의 기술적 적합성은 ASME standard[10]과 NEI peer review 지침서[11] 

모두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사업자는 검토과정, 검토자의 자질, 요약된 검토 

파악사항, 이 파악사항의 해결책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러한 심층 검토과정을 

근거로 사업자는 PRA가 범주와 품질 측면에서 적용에 적합하다는 이유를 

정당화해야 한다.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하여 PRA 변경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가해야 한다.  

다음 사항은 PRA가 규제기관 결정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의 품질과  RG 

1.174[6]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에 자질 있는 직원 사용 

 개정을 포함해 문서화 제어를 확신 시키고, 분석에 사용된 계산과 정보의 

독립 검토, 확인, 또는 점검을 제공하는 절차 사용 

 사업자 관행과 일치하는 문서 제공과 기록 유지 

 PRA 완결성의 독립검토 제공 

 이전에 의사결정에 사용된 가정, 분석 또는 정보가 변경되거나 오류를 유

발했다면 적정 시정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 사용         

3. 위험도 정보의 적합성 특성화 

그림 3은 SSCs의 분류에 사용된 위험도 정보의 적합성을 확신시키는데 

적용된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위험도 정보의 적합성은 원전고유의 내부사건 

전출력 PRA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노력에 달려있다.  

PRA의 기술적 적합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주요 근거는 ASME standard[10], 

RG 1.200 [12]과 NEI 00-02[11]이다. 궁극적으로 이들 지침서는 화재, 

외부사건, 정지/저출력 관련 지침서가 준비되면 그들을 거론하도록 변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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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ption 2 분류에 대한 PRA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 



 11

PRA 모델에 대한 전문가의 독립검토는 PRA 결과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주요한 

부분이다. 제3자 독립 검토시의 모든 주요한 지적사항(findings)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검토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PRA 모델에 관해 사용전 적절한 변경  

 파악된 현안을 다르기 위한 적절한 민감도분석 사항 파악, 또는  

 분류 과정의 중요 가정사항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원래 모델에 대한 정

당화 부여  

 

다른 PRA(화재, 지진, 정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실히 하도록 

검토해야한다: 

 내부사건 심층검토 발견사항이 결과와 통찰력을 무효화 시키지 않음 

 연구는 적절히 현재의 발전소 건설과 운전을 반영 

 새로운 PRA 정보(seal LOCA 가정, 물리적 현상 등)는 결과를 무효화 시

키지 않음 

 

PRA 적합성에 대한 특성화는 IDP와 NRC에 보내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화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전출력 내부사건 PRA 

- 내부사건 PRA가 현재의 발전소 건설과 운전 상태를 반영한다는 근거 

- NEI 00-02 기준으로 3등급이하, 또는 ASME 표준 PRA 기준으로 II 등

급이하로 평가된 요소를 포함해 내부사건 PRA의 3자 독립 검토 결과 

요약 

- 발견된 지적사항들(Findings)의 처리 

- 파악된 지적사항들(Findings)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민감도 분석 파

악과 근거    

- NEI 00-02가 사용될 경우, NRC가 NEI에 보낸 편지[13]에서 파악된 고

려사항 

 

다른 위험도 정보 (다른 PRA와 screening 방법 포함) 

- 다른 PRA가 적절히 현재의 발전소 건설과 운전 상태를 반영한다는 근

거 

- 다른 위험도 정보에 미치는 주요 지적사항의 영향의 처리  

- 다른 위험도 정보에서 파악된 현안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민감도분석 

파악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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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는 PRA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NRC에 제출하는 서류에 그 과정이 

요약되어있어야 한다. 

제2절 계통별 공학적 평가 

계통별 공학적 평가는 분류에 필요한 기본정보의 파악과 개발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 계통선정과 계통경계 정의, 

- 계통 기능 파악 

- 기능에 기기의 개략적 mapping 

1. 계통선정과 계통경계 정의 

이 단계에서 한 계통이 다른 계통과 연계되는 계통경계를 정의한다. 경계 

근거는 기기의 꼬리표 식별자(tag designator)이거나 다른 문서화된 수단이 될 

수 있다. 선정된 계통 내의 모든 기기와 장비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계통 

경계에는 관심 갖는 계통의 안전기능만을 다른 계통의 기기가 지원할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계통 경계에 차단기를 포함할 수 있지만 MCC나 

Bus는 제외된다. 

2. 계통 기능 파악 

계통의 모든 기능을 파악하는 단계로써 파악을 위한 정보원은 다음과 같다: 

- 설계기준 안전기능 

- 정비규정 기능 

- 발전소 고유 PRA에 모델링된 기능 

- 운전 기능 

모든 설계기준 기능과 PRA에서 파악한 설계기준 이외의 기능이 사용되어야 

한다. 계통기능은 설계기준문서와 정비규정 기능에서 정의된 계통 기능과 

일치해야 한다. 외부사건이나 기동.정지운전 등에서 고려된 기능을 또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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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에 기기의 개략적 mapping 

이 단계는 계통 기기들을 계통 기능으로 초기에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각 

기기 기능과 관련된 기기와 장비들은 파악되고 문서화되는데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방법이 있다: 

 각 기능과 관련된 경로를 정의하고 경로와 연관된 기기를 정의한다. 이 

경우, 경로 정의는 갈라지는 경로와 다른 경로와의 경계를 고려해야 

한다. 

 수동 기기가 위험도 정보활용 ISI 지침에 따라 분류된다면 위험도 

정보활용 분절(segments)은 좋은 시작점이다. ASME code case N-658(risk 

informed safety classification for use in risk-informed 

repair/replacement activities)을 사용하여 수동기기의 분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또하나의 잇점이 될 것이다. 

만일 ISI 분절과 관련된 SSCs가 위험도정보활용 ISI에서 정의되었다면 

단지 추가적인 일은;  

− ISI프로그램 기 분류된 기기와 부품을 연결시켜라 

− RI-ISI 프로그램 범주가 아닌 계통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같은 ISI 

분절을 만들어라. 

위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지, 어떤 기능(기능을 지원하는 계기, 또는 

기능의 차단)은 실제 경로가 없지만, 그 기능과 연관된 기기들은 

계통도면으로부터 쉽게 파악될 수 있다. 

기기들을 각 기능과 연계 시키는 작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tag 번호를 

같는 각 SSC는적어도 한 기능이 연계되기 때문이다. SSCs가 적어도 한가지 

기능에 할당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능이 이 SSCs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나중에 모든 계통의 기능들의 중요도가 분류되고, 검토를 위해 IDP에 보내진다. 

각 계통 기능의 등급이 정해지면 그 기능과 연관된 SSC의 등급도 1차적으로 

정해진다. 추가로 SSC의 상세 등급화는 10.2 장에서 다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단 기능의 등급으로 기기의 등급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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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기 안전 중요도 평가 

전반적인 안전중요도 평가 과정이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초기 선별은 계통/구조 수준에서 수행된다. 만일 계통/구조가 발전소 위험도 

프로파일의 중요 부분에 역할을 한다면 기기수준 평가가 수행될 수 있다. 

안전 중요도 평가시의 첫 질문은 “그 계통/구조가 중대사고의 방지나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가”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계통/구조는 일단 저안전중요성 

기기로 처리한다. 그러나, 계속 DID를 검토한 후에, IDP에 제출한다. 다음은 

그림 4에 기술된 기기 안전 중요도 평가 방법의 개요이다. 

내부사건 PRA에서 중요기기 도출  

한 계통이나 구조물이 중대사고의 방지 및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경우, 제일 

먼저 내부사건 PRA을 이용하여 중요한 계통이나 구조물인지 평가를 한다. 

계통/구조가 내부사건 PRA에서 평가되느냐의 질문은 PRA에 명시적으로 

모델링되어 있는지, 또는 운전원 행위, 복합기기 또는 다른 합성사건으로 

PRA에서 암시적으로 평가되는 지를 검토하여 답할 수 있다. 여기서 평가는 

다음을 뜻한다: 

 한 계통이나 구조물의 실패가 한 초기사건에 기여하는가?  

 노심손상 또는 대량초기누출 방지를 위해 크레딧이 주어지는가 ? 

 PRA에서 평가된 또 다른 계통 또는 구조물이 사건 방지 또는 완화를 

위해 필요한지 ? 

어떤 계통이나 구조물은 PRA에서 암시적으로 모델이 되어있다. 발전소 고유 

PRA의 범주, 상세수준, 가정사항을 아는 PRA 직원이 PRA와 관련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계통이나 구조가 내부사건 PRA에서 평가된다면 그 안전 

중요여부를 내부사건 PRA 중요 과정을 사용해 평가한다.  내부사건 PRA에서 

평가되지 않는다면 내부사건에 대한 안전분류 평가는 IDP에서 수행되고, 

검토되고, 승인된다.  

화재사건 PRA에서 중요기기 도출 

해당 원전이 화재 PRA가 있다면 다음 screening 과정은 그 계통이나 

구조물이 화재 PRA에서 평가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화재 PRA 에서 

평가되었는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고유 화재 PRA의 범주, 상세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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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항을 아는 PRA 직원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계통이나 구조가 

화재사건 PRA에서 평가되었다면 그 안전 중요성 여부를 화재사건 PRA 

안전중요성 평가 과정을 사용해 평가한다.  

만일 발전소가 화재 PRA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FIVE[8] 같은 화재 위험도 

평가가 요구된다. 만일 계통또는 구조가 FIVE분석에서 평가된다면 FIVE 

중요과정이 안전 중요 결정에 사용된다.  만일 계통.구조가 화재 PRA나 FIVE 

평가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화재위험도 관점에서는 저 안전중요 계통/구조물 

후보로 분류된다. 

지진사건 PRA에서 중요기기 도출 

해당 원전이 지진 PRA가 있다면 다음 screening 과정은 그 계통이나 

구조물이 지진 PRA에서 평가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진 PRA 에서 

평가되었는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고유 지진 PRA의 범주, 상세수준, 

가정사항을 아는 PRA 직원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계통이나 구조가 

지진사건 PRA에서 평가되었다면 그 안전 중요성 여부를 지진사건 PRA 

안전중요성 평가 과정을 사용해 평가한다.  

만일 발전소가 지진 PRA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지진여유도 평가 같은 지진 

위험도 평가가 요구된다. 만일 계통또는 구조가 지진여뮤도 분석에서 

평가되었다면 지진여유도 안전중요성 평가 과정이 안전 중요성 평가 결정에 

사용된다.  만일 계통.구조가 지진 PRA나 지진여유도 평가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지진위험도 관점에서는 저 안전중요 계통/구조물 후보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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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위험도 분석을 이용한 SSC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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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부 사건 PRA에서 중요기기 도출 

이것도 앞의 화재사건과 유사하다. 다른 외부사건 PRA가 없으면 IPEEE의 

요건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된 외부사건 위해도 선별 평가를 활용하여 

안전중요성 계통이나 구조물을 도출한다.  

정지사건 PRA에서 중요기기 도출 

앞의 화재사건과 유사하다.  만일 정지운전 PRA가 없으면 NUMARC 91-06 [9] 

이행지원을 위해 사용한 정지 안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전중요성 계통이나 

구조물을 도출한다.  

다음은 기기 안전 중요도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내부사건 평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다. 

1. 내부사건 평가 

내부사건 PRA를 이용한 SSCs 분류 과정이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초기사건에 

대해 중요도 평가를 수행할 수 없으면 초기사건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초기사건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는 SSCs가 직접적으로 FV 중요도가 

0.005보다 큰 복잡한 초기사건을 유발하느냐의 여부를 질문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 SSCs는 안전 중요 SSCs 후보이고 그 속성을 파악한다.  복잡한 초기사건은 

원전을 불시정지시키고 안전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loss of all feedwater가 

한 예이다.   

한 SSC의 중요도 평가시 그 SSC를 나타내는 PRA 기본사건들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명확히 모델된 것 (예, 펌프 X 기동실패) 이나 명확치 않게 

모델된 것(예, 인적행위, 초기사건 등)을 포함한다. 수동기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을 사용한다:수동압력 경계 기기에 관해서는 ASME code 

case N-658: risk-informed safety classification for use in risk-informed 

repair/replacement activities. 또, 수동 압력 경계 배관 기기 가동중점검을 

위한 분류는 ASME code case N-577/N-578, 그리고, WCAP-14572, revision 1-NP-

A과 EPRI TR-112657 Rev B-A를 참고할 수 있다. 

안전 중요 SSC 후보로 선별하는 도구로서, 위험도 중요도 척도인 FV와 RAW 

2가지를 사용한다. 2가지 중 FV > 0.005이상이거나 RAW > 2이상인 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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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치로 사용한다. 평가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기의 고장 모드들의 FV 

중요도들의 합을 그 기기의 FV로 선정한다.  

만일 중요도 계산에 CCF 사건이 포함안되었다면, CCF 사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한 기기의 고장 모드에 CCF가 포함 안되었다면, 각 고정 

모드들의 RAW 중에 제일 큰 것을 그 기기의 RAW로 정한다. 그러나, 한 기기의 

고장 모드에 CCF가 포함 되었다면, 그 기기의 RAW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가. CCF 가 포함된 기기의 중요도 계산  

(1) NEI 방법 

여기서 소개하는 NEI 방법은 NEI 00-04 Revision D [14] 에서부터 수정 

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다.  

한 기기의 고장 모드별 RAW 들 중에 CCF RAW는 별도로 평가하여, CCF RAW의 

최대값이 20보다 큰지 검토한다. 20보다 커야 안전중요 SSC로 판정한다. 또, 그 

기기의 고장 모드별 RAW 중 CCF RAW를 제외한 고장모드별 RAW 중 가장 큰 것이 

2보다 큰지를 판정하여 2보다 크면 안전 중요 SSC로 평가한다. 표 2에 계산 

예가 나타나 있다. 표 2에서 밸브 ‘A’는 FV 측면에서 그리고, CCF RAW가 20보다 

큰 점에서 안전중요기기로 평가된다. 

미국 NEI에서 제안하고[1, 14] 있는 Option 2를 위한 중요도 척도에서는, 표 

2의 예처럼, 기기의 중요도 척도 중 FV는 각 고장 모드의 FV의 합으로 구하고, 

RAW는 각 고장 모드 중 CCF를 제외한 제일 큰 RAW를 사용한다. 단, 그 기기의 

고장 모드 RAW 중 CCF RAW만 별도로 떼어내어 별도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즉, 

RAW>20 이상일 때만 안전에 중요한 기기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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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출력 내부사건 PRA에 모델링된 기기들의 중요도 평가 과정 

 

 

표 2에서 기기의 FV는 CCF 고장 모드의 FV를 포함하여 각 고장 모드 FV의 

합으로 계산된다. 즉, 기기 FV는 0.0108 (= 0.002 + 0.00002 + 0.0035 + 0.004 

+ 0.0007 + 0.0006 )로서 기준치 0.005보다 크므로 안전에 중요한 기기이다. 

또, 이 기기의 RAW는 기기 고장 모드 중 CCF를 제외한 고장 모드의 RAW들 중에 

제일 큰 값(즉, 1.7)을 취한다. 이 기기의 RAW가 1.7로서 RAW 기준치 2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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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으므로 이 경우에는 RAW 관점에서는 안전에 중요한 기기가 아니다. 기기의 

고장모드 중 CCF RAW는 별도로 떼어 내어 CCF RAW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취하고(즉, 여기서는 54), 이 값이 기준치 20 보다 크므로 안전에 중요한 

기기로 구분한다. 

South Texas 가 GQA 허가 요청시 사용하였던 방법은 기기 RAW 계산시 CCF 

고장모드 RAW 도 같이 고려하여 각 고장 모드들의 최대값을 기기 RAW 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CCF RAW 의 값으로 해당 기기의 RAW 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CCF 고장모드 RAW 계산시 CCF 가 일어났다 

가정하므로, CCF 가 미치는 다른 기기까지 이용불능이 되어 위험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CCF 고장모드에 의한 RAW 가 다른 고장모드들의 RAW 보다 

일반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NEI 방법론[1, 14]에서는 CCF 고장모드 

RAW 가 다른 기기들의 이용불능까지 포함되어 해당 기기 RAW 를 고평가하게 

되므로, CCF 고장모드 RAW 는 기기 고장 모드 RAW 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다루고, 

CCF 고장모드 RAW 의 위험심각도 기준을 기존의 “RAW>2” 대신에 

“RAW>20”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NRC 나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ACRS)에서는 이 방법이 반대로 기기 RAW 를 저평가할 수 

있으며,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다[15]. South Texas 가 

GQA 허가 요청시 사용하였던 방법대로 하면 표 2 에서 기기 RAW 는 54 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많은 기기가 중요한 

기기로 선정되어 RISC-3 에 해당하는 기기 수가 적어지는 불리한 방법이다.  

표 2. NEI의 중요도 판정 예 

 

 

 

 

 

 

 

Component Failure Mode F-V RAW CCF RAW 

Valve A Fails to Open 0.002 1.7 n/a 

Valve A Fails to Remain Closed 0.00002 1.1 n/a 

Valve A In Maintenance 0.0035 1.7 n/a 

Common Cause Failure of Valves 

A ,B & C to Open 

0.004 n/a 54 

Common Cause Failure of Valves  A 

& B to Open 

0.0007 n/a 5.6 

Common Cause Failure of Valves  A 

& C to Open 

0.0006 n/a 4.9 

Component Importance 0.0108 1.7 54 

Criteria > 0.005 >2 > 20 

Candidate Safety Significant ? Yes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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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lancing 방법 

Balancing 방법은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방법으로서, CCF 고장 모드가 

있는 SSC 의 RAW 를 구할 때 NEI 방법이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기준치 20 을 

사용하는 반면, Balancing 방법은 수학적으로 납득이 가고, 정통적인 기준치인 

2 를 사용하는 방법이다[16-17].  

위험도(예를 들면, CDF)를 R 이라고 하면, Base 위험도는 Ro, 특정 기기 

i 의 이용불능에 의한 증가된 위험도는 Ri
+, 특정 기기 i 의 완벽 작동에 의한 

감소된 위험도는 Ri
- 라고 표시한다. 위험도 R 은 최소단절집합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위험도를 특정 기기의 사건 확률 P 가 속한 

최소단절집합과 속하지 않은 최소단절집합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 = aP +b    ------------------------------------------------------- (1) 

여기서,   P = 한 기기의 사건 확률,  

a = P 를 포함한 최소단절집합들의 P 이외의 확률들  

b = P 를 포함하지 않은 최소단절집합들.  

위험도 R 을 Binary Decision Diagram(BBD)의 Shannon Decomposition 

형식으로 기술하면 다음 식과 같다[18-19].  

R = P*R+ + (1 - P)*R-  -------------------------------------- (2) 

식 (2)에 식 (1)을 대입하면 식 (2)가 성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식 (2)의 

양변을 R 로 나누고, RAW 와 FV 의 정의를 사용하면  

RAW= 1 + FV*(1 - P)/P   -------------------------------------- (3)  

Balancing 방법에서는 식 (3)에서 구하는 RAW 를 해당기기의 RAW 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기기의 FV 는 고장모드 사건 FV 로부터 비교적 정확히 구해지고, 그 

기기의 사건 확률 P 도 쉽게 구해지기 때문에 식 (3)을 이용하는 것이 기기 

FV 가 저평가나 과도하게 고평가되지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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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그룹 FV 값을 각 사건들의 FV 값들의 합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약간 

보수적이며, 식 (3)에서 기기 FV 가 약간 고평가 되면 기기 RAW 도 약간 

고평가된다.  

(3) Balancing 방법과 NEI 방법의 비교  

본 절에서는 예제를 통하여 NEI 방법과 Balancing 방법을 비교하였다.  

예제 : 1/3 성공논리 계통  

한 계통이 기기 A, B, C 의 병렬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계통의 

고장수목이 그림 6 과 같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기기 A 의 고장모드에 그림 

6 처럼 공통원인 고장모드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기기 B, C 도 기기 A 와 

유사하게 공통원인 고장모드를 포함한 고장수목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AI = 기기 A 의 단독 독립고장,  

CAB = 공통원인으로 인한 기기 A 와 B 의 고장,  

CAC = 공통원인으로 인한 기기 A 와 C 의 고장, 그리고  

CABC = 공통원인으로 인한 기기 A, B 와 C 의 고장.  

기기 A 의 모든 고장은 다음과 같은 Boolean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T = AI + CAB + CAC + CABC  

그림 6 에서 기기 B 와 C 도 기기 A 처럼 공통원인고장모드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면, 위의 예제 계통의 고장은 다음과 같은 Boolean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SYSfail = AI*BI*CI + AI*CBC + BI*CAC + CI*CAB + C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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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사상근사를 적용하면,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은 계통 고장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QSYS = QI-A*QI-B*QI-C + QI-A*QC-BC + QI-B*QC-AC + QI-C*QC-AB + QC-ABC  -------- (4)        

여기서,   

QI-X: 기기 X의 독립고장확률,  

QC-XY: 공통원인으로 인한 기기 X와 Y의 고장확률  

QC-ABC: 공통원인으로 인한 기기 A, B, C의 고장확률  

만일, MGL 방법으로 CCF를 묘사한다면,  

QI-A = QI-B = QI-C = (1-β)QT      ------------------------- --------- (5)  

QC-AB = QC-BC = QC-AC = (1-γ)/2 * QT     --------------------===----- (6)  

QC-ABC = βγQT    ------------------------------------------------ (7)  

식 (4)에서, 표 3의 기본사건 확률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계통고장확률 

QSYS는 2.85E-4이다. 마찬가지로 식 (5)∼(7)에서 QT=0.004, β=0.0734, 

γ=0.9712가 구해진다.  

 

그림 6. 1/3 성공논리 계통의 고장수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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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A의 독립고장에 의한 계통의 RAW를 구할 때, RAW식의 분자 항에 

해당하는 계통의 증가되는 이용불능도 Q+sys는 식 (4)에서 QI-A를 1로 처리하면 

구해진다. 즉,  

Q+sys = QI-B*QI-C + QC-BC + QI-B*QC-AC + QI-C*QC-AB + QC-ABC = 0.0003  

따라서,   

RAWI-A = Q
+
sys/Qsys = 0.0003/2.85x10

-4 = 1.06  

마찬가지로 다른 기본사건들의 RAW를 구하면 표 4와 같이 구해진다. 표 

4에는 기본사건들의 FV도 있는데, 일례로 기본사건 AI의 FV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FVI-A = (QI-A*QI-B*QI-C + QI-A*QC-BC)/QSYS  

= [(3.71x10-3)3 + (3.71x10-3)*(4.23x10-6)]/2.85x10-4  

= 2.3x10-4  

표 4에서 기기 A의 FV는 기기 A 관련 고장모드들의 합이다. 여기서는 약 

1이다.  

표 3. 1/3 성공논리 예제 계통의 기본사건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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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3 성공논리 예제 계통의 각 고장모드들의 RAW와 FV 

 

기존 방법과 Balancing 방법을 통하여 기기 A의 RAW를 구한 결과가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가)  STP 방법  

1/3 성공논리 예제 계통에서 RAWA는 2918이다. 왜냐하면, STP 방법은 기기 

A의 모든 기본사건들(CCF 포함)의 RAW를 더한 것이기 때문이다(표 4 참조). 이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보수적인 값을 얻게 된다.  

(나)  NEI 00-04 Rev. D 방법  

NEI 00-04 Rev. D 방법은 CCF를 포함하지 않고, 기기 A 연관 고장모드 

RAW들의 최대값을 RAWA로 간주한다. 따라서 표 4에서 RAWA는 ‘1.06’이다. 

그리고, 별도로 CCF에 의한 RAW는 따로 비교하여 이들 중 최대값이 기준치 20을 

넘었나를 평가한다.  

(다)  Balancing 방법  

표 4에서  

QA = QT = ∑Qi(A) = QI-A + QC-AB + QC-AC + QC-ABC = 4.00x10
-3  

FVA = ∑FVi(A) = 1  

따라서, 식 (3)에서, RAWA = 1 + FVA*(1 - QA)/QA = 1/QA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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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alancing 방법의 검증  

NEI 00-04 Rev. D 방법은 실제 기기 RAW를 PSA 모델에서 구할 때, 기기가 

Out-of-Service인 것을 그 기기가 애초에 없었던 것과 같다고 가정한다. 즉, 

앞의 1/3 성공논리 예제 계통에서 기기 A가 애초에 없었다고 한다면, 단지 두 

기기만 남게 되어,  

Q+sys = QI-B*QI-C + QC-BC = 3.07x10
-4  

즉,  

RAWA = Q
+
sys/Qsys = 3.07x10

-4/2.85x10-4 = 1.077  

따라서, 위의 값은 NEI 00-04 Rev. D 방법의 1.06과 유사하게 나왔다. 즉, 

NEI 00-04 Rev. D 방법의 근본 아이디어는 CCF 관련 RAW를 별도로 떼어서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하자는 생각이므로, 이 경우 해당 기기의 RAW를 구할 때, 

그 기기가 그 계통에 없을 때의 증가되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 이는 

다음의 Balancing 방법과는 다른 매우 낙관적인 방식이다.  

Balancing 방법은 한 기기가 Out-of-Service된 것에도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한 기기가 Out-of-Service된 것이 그 기기가 독립고장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공통원인고장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기 A가 Out-of-Service되면, 식 (5)∼(7)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  

Q+I-A = (1 - β) ---------------------------------------------------- (8)  

Q+C-AB = Q
+
C-AC = β(1 - γ)/2   ---------------------------------------(9)  

Q+C-ABC = βγ  -----------------------------------------------------(10)  

여기서, + 표시는 기기 A가 Out-of-Service 된 것을 뜻한다. 식 (8)∼(10)을 

식 (4)에 대입하면,  

Q+SYS = (1 - β)QI-BQI-C + (1 - β)QC-BC + QI-Bβ(1 - γ)/2  

         + QI-Cβ(1 - γ)/2 + βγ -------------------------------------(11)  

또한, 식 (5)∼(7)을 식 (4)에 대입하면,  

QSYS = [(1 - β)QI-BQI-C + (1 - β)QC-BC + QI-Bβ(1 - γ)/2  

      + QI-Cβ(1 - γ)/2 + βγ]QT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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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1)과 (12)로부터 실제 RAWA는  

RAWA = Q
+
SYS/QSYS = 1/QT = 250.0  

그러므로 Balancing 방법으로 구한 RAWA(=250)이 고장수목에서 구한 실제 

RAWA(=250)와 같다. 다시 언급하면, Balancing 방법은 한 기기가 Out-of-Service 

될 때, 그 기기가 애초에 그 계통에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기가 

어쩌면 공통원인고장으로 Out-of-Service 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Balancing 방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차등 품질 

보증(Graded Quality Assurance: GQA) 시범 적용에 본 방법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GQA(STP) 방법, NEI 00-04 Rev. D 방법과 Balancing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안전 중요 SSC 도출 결과가 표 5에 나와 있다. 표 5에 나온 것과 같이 

Balancing 방법을 사용할 때 RAW>2 이상인 SSC의 숫자가 밸브 및 펌프의 경우 

약 50%로 감소하였다.  

NEI 00-04 Rev. D 방법대로 1차적으로 CCF로 인한 RAW를 제외하고 기기 

RAW를 구하면, 매우 적은 수의 안전 중요 SSC가 도출되겠지만, 2차적으로 CCF로 

인한 RAW를 별도로 평가하고, 또, 표 5에서는 실제 CCF가 모델링된 갯수가 

많으므로, NEI 방법도 Balancing 방법에 비하면 보수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표 5. 세가지 방법에 따른 안전 중요 SSC 개수 변화 

 

a 울진 3호기 PSA에 모델링된 총 펌프, 밸브수  

b CCF사건이 모델링된 펌프, 밸브수  

 

나. 민감도 분석 

만일 내부사건 CDF가 홍수(flooding)에 의해 좌우된다면, 중요도 평가를 두 

단계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첫번째는 전체 내부사건 PRA를 

사용하여 계산된 중요도 척도를 사용하고, 두번째는 주요 기여인자를 제외하고 

계산된 중요도 척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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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선별 기준치를 SSCs가 만족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조건으로 SSCs가 안전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민감도 분석 항목: 

1) 모든 인간오류 확률의 5th, 95th 값 사용 평가 

2) 모든 CCF 사건 확률의 5th, 95th 값 사용 평가 

3) 정비관련 이용불능도를 0으로 놓고 평가  

4) PRA 적합성 특성화시 파악된 적용가능 민감도 분석  

 

만일 민감도 연구로 기기가 안전에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면, 중요하다고 

판단을 이끌어 낸 그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2. 화재 평가  

화재 평가는 화재 PRA가 수행되었다면 그림 7에 나타난 것처럼 내부사건 

평가와 유사하다. 만일 화재 PRA가 수행 안되었다면 그림 8처럼 IPEEE를 위해 

수행되었던 FIVE[8] 분석에 따른다.  

만일 화재 PRA 결과가 내부사건 PRA보다 매우 작다면( < 1%), 화재 PRA에서 

고려되었던 모든 SSCs는 저안전 중요성 SSCs이다.  

내부사건과 같이 중요도 기준치보다 작게 평가된 SSCs에 대해 민감도분석을 

수행하는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인간오류 확률의 5th, 95th 값 사용 평가 

2) 모든 CCF 사건 확률의 5th, 95th 값 사용 평가 

3) 정비관련 이용불능도를 0으로 놓고 평가  

4) 수동 화재진압 값 0으로 놓고 평가  

5) PRA 적합성 특성화시 파악된 적용가능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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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 Component

Importance Measures

RAW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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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sell-Vesely>0.005

Candidate
Safet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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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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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of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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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omponent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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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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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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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화재, 지진 및 기타 외부사건 PRA에서 모델링된 기기들의 중요도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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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Component

Component Participates in 
Unscreened Scenario?

Component Participates In 
Screened Scenario?

Failure to

Credit Component
Results in 

Unscreened

Scenario?

Candidate Low

Safety 
Significant

Candidate Low

Safety Significant

Identity Safety Significant
Attributes Component

No No

No

Yes

Yes

Yes

 

 
 

그림 8.  Five에서 모델링된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 중요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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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 평가 

지진 평가는 지진 PRA가 수행되었다면 그림 7에 나타난 것처럼 화재사건 

평가와 유사하게 평가한다. 만일 지진 PRA가 수행 안되었다면 그림 9처럼 IPEEE를 

위해 수행되었던 seismic margin 분석에 따른다.  

만일 지진 PRA 결과가 내부사건 PRA보다 매우 작다면( < 1%), 지진 PRA에서 

고려되었던 모든 SSCs는 저안전 중요성 SSCs이다.  

내부사건과 같이 중요도 기준치보다 작게 평가된 SSCs에 대해 민감도분석을 

수행하는데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인간오류 확률의 5th, 95th 값 사용 평가 

2) 모든 CCF 사건 확률의 5th, 95th 값 사용 평가 

3) 정비관련 이용불능도를 0으로 놓고 평가  

4) 한 지역의 모든 SSCs에 대해 상관된 fragilities 사용   

5) PRA 적합성 특성화시 파악된 적용가능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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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진 여유도 분석으로 모델링된 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 중요성 평가 

과정

Select 

Component 

SSC 

Supports Safe 

Shutdown Path ? 

Candidate 

Safety 

Significant

Candidate Low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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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Safety Signiticant 

Attributes Componen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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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외부 위해도 (화재/지진 제외) 평가 

 

화재사건과 유사하게 평가한다. PRA가 있다면 그림 7 처럼 평가한다. PRA가 

없다면 그림 9처럼 평가한다. 

민감도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인간오류 확률의 5th, 95th 값 사용 평가 

2) 모든 CCF 사건 확률의 5th, 95th 값 사용 평가 

3) 정비관련 이용불능도를 0으로 놓고 평가  

4) PRA 적합성 특성화시 파악된 적용가능 민감도 분석 

 

SSC가 다른 외부 위해로 인해 안전에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사건 위협에 대한 안전 정지 경로 파악(지진 정지 경로와 동일한 생각) 

2) NEI 00-04 선별 방법은 : 

가. SSC가 파악된 안전정지 경로의 한 부분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NUREG 

1407분석에 대한 SRP를 검토한다. 만일 기기가 고려되었다면 

안전중요기기로 고려한다. 

나. 다른 외부 사건으로 발생하는 SSC 위협에, 안전정지 기능을 지원하는 

SSCs를 지원하거나 보호하기위해 SSC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킨다. 만일 의존한다면 안전 중요 기기로 판단한다. 

 
 

5.  정지운전 평가 

정지운전 PRA가 있다면 그림 5 처럼 평가한다.  정지운전 PRA가 없다면 

NUMARC 91-06 프로그램에 토대로 한  그림 10에 따라 평가한다. 민감도 분석 

항목은 내부사건과 동일하다. 다음의 두가지 중 한 가지에 대한 정지조건에 대해 

안전중요 기기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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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사건 유발(정지냉각상실, 등) 

2)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 

가. SSC가 안전기능이 실패하면 CDF나 LERF 증가를 가져오는 

안전기능에 참여. 

나. 발전소 핵연료재장전 위험도 관리 지침에 의해 정의된 최소 요건이 

SSC가 없으면 안전기능을 만족할 수 없음 .  

 

Select

Component

Candidate

Safety Significant

Identify Safety Signiticant

Attributes Component

Yes

No Candidate Low

Safety Significant

Component
Could Initiate 

Shutdown Event

Component Supports a 
Primary Shutdown 
Safety  System? 

No

Yes

 
 
 

그림 10 .  NUMARC 91-06에 따른 기기의 안전 중요도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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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적인 평가 

이용 가능한 중요도 척도를 사용하여 전체 중요도를 평가한다. 아래의 식은 

CDF나 LERF에 적용될 수 있다. 전체적인 값은 가장 큰 기여인자보다 작을 

것이다. 

Integrated Fussell-Vesely Importance 

 

( )

∑
∑

=

j
j

j
jji

i CDF

CDFFV
IFV

*,

 

  

여기서,  

IFVi : 전체 CDF 기여인자에 대한 기기 i의 전체 F-V 중요도  

FV i,j*: CDF 기여인자 j에 대한 기기 i의 FV 중요도  

CDFj: 기여인자 j의 CDF 

 

 

Integrated Risk Achievement Worth Importance 

 

 

( )

∑
∑ −

+=

j
j

j
jji

i CDF

CDFRAW
IRAW

*1
1

,

  

여기서, 

IRAWi : 전체 CDF 기여인자에 대한 기기 i의 전체 RAW 

RAW i,j*: CDF 기여인자 j에 대한 기기 i의 RAW 

CDFj: 기여인자 j의 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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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심층방어 평가 

기기가 안전관련 기기이고 낮은 안전 중요 기기라면 심층방어가 

보존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1. 노심손상 심층방어 

초기 평가는 노심손상 방지와 완화되는 사건의 빈도에 관한 심층방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1이 그러한 평가의 예이다. 그림 11의 심층방어 matrix는 

미국의 원전 안전성 감시제도(Reactor Oversight Process: ROP)[20]에서의 

안전심각도 평가절차(significant determination process: SDP)의 심층방어 

matrix와 유사한 형태이다.  

2. 격납용기 심층방어 

LERF 누출 방지역활을 하는 SSCs에 대해 심층방어가 평가되어야 한다. 

기기가 낮은 안전중요기기로 결정하기전, 다음의 기준을 사용해 격납용기 

성능에 대한 정보가 IDP에 보내져야 한다. 

 

격납용기 우회: 

그 SSC가 ISLOCA를 유발 또는 격리시키는가 ? 

그 SSC가 SGTR 사건 뒤에 결함 SG를 격리시키는가 ?   

 

격납용기 격리: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격납용기 관통에 대해 격납용기 격리를 그 SSC가 

지원하는가?  

. 직접 격납용기 공기와 연결되어있고 

. 직경 2”이상이고,  

. 열쇠로 잠겨 닫혀져 있지 않거나, 오로지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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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항의 격납용기 관통에 대해 격납용기 격리를 그 SSC가 

지원하는가?  

. 원자로 냉각계통 압력경계의 일부이고, 

. 직경 3/8”이상이고,  

. 열쇠로 잠겨 닫혀져 있지 않거나, 오로지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 

 

장기적 격납용기 건전성  

CDF 와 LERF에서는 고려되지 않지만 노심손상 후에 장기적인 격납용기 

건전성 보존에 유일한 수단이 되는 기능을 그 SSC가 수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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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Design Basis 

Event 

>3 

diverse 

trains 

OR 

 2 

redundant 

systems 

 

1 train + 

1 system 

with 

redundanc

y 

 

 

2 diverse 

trains 

 

 

1 

redundant 

automatic 

system 

>1 per 1-10 

yr 

Reactor Trip 

Loss of Condenser

    

1 per 10-

102 yr 

Loss of Offsite 

Power  

Total loss of 

Main FW 

Stuck open SRV 

(BWR) 

MSLB (outside 

cntmt) 

Loss of 1 SR AC 

Bus 

Loss of 

Instr/Cntrl Air 

   

POTENTIALLY  

SAFETY  

SIGNIFICANT 

1 per 102-

103yr 

SGTR 

Stuck Open 

PORV/SV 

RCP Seal LOCA 

MFLB   

MSLB Inside 

Loss of 1 SR DC 

bus  

 

LOW SAFETY  

SIGNIFICANCE 

 CONFIRMED 

  

 

<1 per 103 

yr 

 

LOCAs  

Other Design 

Basis Accidents  

    

 

 

그림 11.   DEFENSE-IN-DEPTH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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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능의 예비적 공학적 분류  

1.  공학적 분류  

이번 단계는 이전에 파악된 기능들에 예비적인 안전중요도를 할당하는 

단계이다. 3절의 기기 안전 중요 평가에서 얻은 안전 중요 SSCs를 

고안전중요도를 갖는 적절한 기능에 연결(mapping)시키는 것이다. 계통 기능을 

지원하는 SSC 기능이 고안전중요도를 갖는다면 계통 기능은 예비적으로 높은 

안전중요도로 할당한다. 모든 다른 기능과 SSC는 비 안전중요 기기로 정한다. 

한 계통의 기능이 안전 중요 기능이면, 그 계통 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기기는 

예비적으로 안전중요로 분류한다. 그외 모든 다른 기기들은 저안전중요 기기로 

분류한다.  

내부사건 PRA 이외의 방법으로 안전중요 기기를 도출하여 이들을 통합하는 

전체적인 연계도가 다음 그림 12에 묘사되어 있다. 

 

Low

Low

Candidate
Safety Significant

SSC

HighInternal Events
Categorization

Low

High

High

Low

High
High

Low

Integral
Assessment

High
High Other PRA

Categorization
Non-PRA

Categorization

High
HighDefense-In-Depth

Assessment

High

Low

Results of
PRA Sensitivity

Studies

Low

IDP
Decision

IDP
Decision

 

 

그림 12.  Overview of Process for Assigning Overall Safety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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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정보와 안전 중요 속성(attributes)의 수집 결과는 IDP가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한다. 그림 13에 한 예가 있다. IDP에는 계통기능 정보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공되야한다: 

-계통 이름 

- 평가 기능 

- 안전중요도 평가 대용으로 사용된 SSCs 

- 각 위해에 대한 위험중요도 평가 결과와 종합적 평가 결과  

- 민감도 분석으로 부터의 적용가능한 교훈 

- 심층방어 평가 결과  

- IDP에 분류 제안 근거 요약  

 

분류 결과에 대해 IDP와의 상호 논의에 도움주는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SSCs가 내부사건 PRA로만 안전 중요 SSCs로 판정되었다면, IDP에 그 

SSCs를 안전중요 기기로 평가하라고 제안  

2) SSCs가 내부사건 PRA에서 낮은 안전 중요 SSCs로 판정되었지만 fire, 

seismic, shutdown 등의 PRA에서 안전중요 기기로 판정이 되었다면,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그 기기를 평가하라고 제안 

3)  민감도분석에 의해 SSCs가 안전중요 SSCs로 판명되면, 그 판명 근거와 

각각의 위해도(외부사건 등의 PRA)에 대한 종합적인 중요도와 함께 IDP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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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unction:         

Associated Components (or Flowpath):         

Function Evaluated for Risk?     Yes     No 

SSCs Modeled (explicitly of implicitly) in Risk Assessments:       

 Significance Based on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Tools 

  Potential 

Risk 

Significance

(High or Low)

Basis for Risk Significance 

(Include RAW and F-V values where 

applicable) 

CDF   Internal 

Events 
LERF   

CDF   Fire 

LERF   

CDF   Seismi

c LERF   

CDF   Extern

al Hazards LERF   

CDF   Low 

Power/ 

Shutdown 
LERF   

CDF   Integr

al 

Assessment 
LERF   

 

Insights From Individual Sensitivity Studies 

 Change in 

Risk 

Significance?

Summary of Findings 

(Include Delta CDF and LERF or RAW and F-V 

values where applicable) 

Human Error Rates   

Common Cause Failure   

Maintenance 

Unavailability 

  

Common Cause Failure   

Others   

 

Insights From Cumulative Sensitivity Study for the System:  

   

 

Defense-in-Depth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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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ation in Other Risk Informed Applications (Maintenance Rule, ISI, etc): 

             

             

 

Recommended Categorization for Function: 

Safety Significant:       Low Safety Significant:                  

Basis for Categorization:         

            

 

그림 13. 위험도 정보 활용으로 기기를 평가하는 작업표 예 (기능 중심) 

 

 

제6절 위험도 민감도 연구 

SSC의 등급분류의 최종 단계는, 특별처리규제(special treatment 

regulation) 면제로 인한 위험도 증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지침으로서, RISC-3 SSCs는 특별처리규제 면제로 성능이 훼손되지 않으며 RISC-

2 SSCs는 성능이 유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위험도 증가는 

있더라도 미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도 민감도 분석은 이용가능한 PRA를 사용하여 CDF와 LERF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독립사건과 공통원인고장 확률을 2에서 5배까지 

증가시켜 평가한다. 만일 위험도 평가 결과가 RG 1.174의 기준치를 넘는다면 

기기 분류를 위한 FV 기준치를 낮춘다(예: 0.005  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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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IDP 검토와 승인  

1. 패널 구성과 훈련  

 

IDP 구성은 사업자에 의해 구성되는데 적어도 다음분야의 5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발전소 운전(SRO) 

- 설계 공학(안전분석 포함) 

- 계통 공학  

- 인.허가 

- PRA 

 

다음은 IDP 구성원에 관한 사항이다: 

 

- 한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IDP 구성원의 전문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것에 관한 요건이 

설정되어야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 IDP는 발전소 고유 PRA의 한계점을 알아야 하고 필요시 가정사항과 

한계점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IDP는 분류 과정에 관해 특별한 기술적 측면과 요건에 훈련이 되어야 

한다. 훈련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분류 목적  

. 분류 과정 

. 위험도 정보활용 심층방어 철학과 철학 유지를 위한 기준 

. PRA 기본 

. 모델링 범위와 가정사항, 민감도분석 역할, 중요도 척도 해석을 

포함한 발전소 고유 PRA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  

. IDP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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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IDP 활동에 관한 사항이다: 

- 결정기준은 문서화 되어야 한다. 

- 합의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 

- 서로 다른 의견은 문서화되야 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 IDP는 안전중요 SSC를 결정하는 과정과 안전 중요 기능의 검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일관성을 확신하는 속성을 검토하는 절차에 

따라 IDP의 활동을 수행 한다. 

- IDP의 결정은 그 근거를 포함해서 문서화 되어야 하고, 품질 높은 

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IDP는 정상 발전소 절차서로써 기술되는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의장, 패널 구성원과 구성원을 대신하는 전문가 

- 의장, 구성원, 대신하는 전문가의 요구되는 훈련과 자격 

- 정족수, 참석자 기록, 회의일정, 회의록 요건  

- 의사결정 과정  

- 상이한 의견의 문서화와 해결 

- 피이드백과 수정조치의 실행 

2. IDP 과정  

IDP에 사용될 전반적인 기능 분류 과정이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IDP의 초기 단계는 초기 분류에 대한 기술적 근거(PRA 적절성 근거, 계통 

기능과 분류 근거)를 검토하는 것이다. IDP가 기능과 SSC 분류를 검토할 때, 

모든 SSC가 기능에 연결된 것이 적절한가를 검증할 필요가 없다. IDP의 계통 

기능의 분류 인정이 8절에 언급한 것 처럼 각 SSC의 분류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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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ID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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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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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요 기능 및 SSC 검토 

IDP는 분류된 SSCs 및 기능의 핵심 속성을 검토해야 한다. RISC-1/2에 대해 

IDP가 분류시 적절히 분류되있다 결정하면 SSC를 낮은 수준으로 옮길수 없다. 

RISC-1에 대해서는 IDP는 설계기준 사항을 포함해 분류과정에서 파악된 SSC 

속성을 검토하고, RISC-2에 대해서는 안전 속성에 중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저안전중요 기능 및 SSC 검토 

저안전중요 기능 및 SSC에 관해서는 IDP는 위험도 정보, 심층방어, 안전 

여유도를 포함하여 SSC 분류에 대한 위험도 정보활용 평가를 수행한다.  

 

 위험도 정보 검토  

안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능/SSCs에 대해, IDP는 기능/SSCs가 PRA에 

암묵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결과를 검토 한다.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IDP는 SSC 신뢰도와 성능 요건 완화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해야 한다: 

- 관련 SSCs의 고장이 초기사건빈도 증가를 가져올 것임  

- 관련 SSCs 고장이 안전기능을 고장시킬 것임  

- 기능/SSC가 PRA에서 credit을 준 안전중요 운전원 행위가 필요한지 

- 기능/SSC 고장이 안전 중요 기능/SSCs 고장을 가져옴  

 

 심층방어 검토  

기능/SSCs가 낮은 안전 중요 기기로 분류시 IDP는 심층방어 철학이 

유지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특별 처리 변경으로 위험도 변화가 크지않다는 

것을 보이며 발전소의 계통과 장벽 사이에 다중성과 다양성이 충분하다면 

심층방어 철학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노심손상과 격납용기 누출 방지, 소외방출 완화사이에 타당한 균형 

유지 

- 계통 다중성, 독립성, 다양성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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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설계 약점 보완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과 운전원 행위에 

과신이 없음 

- CCF 잠재성이 분류에 고려됨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IDP는 SSC 신뢰도와 성능 요건의 완화를 

결정하기 위해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하지만 다음 가운데 한 가지 해당되면 

저안전 중요로 평가한다. 

- 데이터 이력이 고려한 고장모드 발생이 낮다는 것을 보임 

- 그러한 고장모드는 적시에 탐지 가능 

- 조건부 감시  

저안전중요로 평가되지만 CCF를 포함하면 중요 기기로 평가되는 SSCs는 

IDP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안전여유도 검토  

저안전 중요 SSCs의 기능 성능은 안전 여유도가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IDP에서 특별한 정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지만, 정성적으로 각 

기능/SSCs가 안전 여유도에 주요 영향이 없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저안전중요 SSCs의 검토  

IDP는 분류시 사용한 근거가 기술적으로 적정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저안전 중요 기능/SSCs로의 분류가 정당화 되지 않으면 재분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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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SSC 분류  

1. 개략적 SSC 분류 

IDP가 계통 기능 분류를 승인시, 기기의 계통 기능에 대한 초기의 개략적 

연결이 안전중요 SSCs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계통기능이 IDP에 의해 

중요한 것으로 판정되면 그 계통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기기는 중요 기기로 

판정한다.  만일 한 SSC가 안전 중요계통 기능 및 낮은 안전 중요 계통기능을 

모두 지원하면 그 SSC는 안전중요 기기로 평가한다. 한 SSC에 의해 지원받는 

모든 계통 기능이 모두 저안전 중요 계통 기능으로 판명되면 그 SSC는 저안전 

중요 기기로 평가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보수적이다. 

2. 상세 SSC 분류  

상세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중요 계통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SSCs를 안전 중요 SSCs로 분류한다. 

여기까지만 적용하고 더 이상의 상세분류를 안할 경우, 이 방법이 

보수적이지만 비용-효과를 고려하면 어떤 계통에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즉, 다음의 상세 분류 노력에 비해 얻는 이득이 별로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계속 상세분류를 한다면, 선택한 SSC들이 지원하는 기능의 속성에 

근거하여 그 SSC들을 낮은 안전 중요 기기들로 분류한다. 이는 안전중요 

기능에 속한 선택한 SSCs를 저안전중요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 SSC의 고장 가능성이 안전중요 기능의 속성의 측면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 안전중요 기능을 지원하는 한 SSC의 저안전 중요 SSC로의 판정 

기준은 그 SSC의 실패로 인해 그 안전 중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닐 경우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전중요기능을 

지원할 지라도 저안전 중요 기기로 분류한다. 

 

 SSC의 안전중요 기능을 방해하는 능동고장 모드는 없음  

 SSC의 능동고장은 안전중요 기능을 방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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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중요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계측기   

 

만일 SSCs가 위의 상세분류에 따라 저안전 중요 SSCs로 재분류되면, 6절의 

위험도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후에 IDP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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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프로그램 문서화와 변경 관리 

10 CFR 50.59(f)에서는 프로그램 문서화, 변경 관리 및 기록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10 CFR 50.59에 맞추어 시행하면 다음의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다; 즉, 1) SSC 분류와 분류에 따른 특별관리 완화 요청의 초기 

시행, 2) 초기 시행에 따른 SSCs나 그들의 분류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관리. 

1. 초기 시행 

인허가 요구자는 SSC 분류 했다면 SSCs의 분류 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문서화의 핵심은 분류화 과정에 사용한 절차서와 분류 결과의 요약이다. RISC-1 

및 RISC-2 기기는 파악된 설계기준을 넘어선 안전중요 기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 정보는 초기 시행후 이들 SSSs에 영향을 미칠 변화의 관리에 

중요하다. RISC-3 및 RISC-4 기기에 관한 정보는 이들 기기가 낮은 안전중요 

기기라는 근거를 포함해야한다. 

2. 초기 시행후 후속조치 

초기 시행후에 분류된 SSCs의 별도의 처리 (예를 들면, 특별관리 완화)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것은 10 CFR 50.69와 10 CFR 50.54(a)의 변경관리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10 CFR 50.69의 별도의 처리 요건을 계속 만족시켜야 한다. 

원전 PRA의 주기적 개량은 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인허가 요구자는 분류에서나 특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한 기기가 RISC-3에서 RISC-1으로 분류 변경이 

있다면, 이에 맞는 특별처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3. 주기적 검토 

50.69 실행과 관련해 두가지 주기적 검토 요소가 있다:  

1) 계획한 SSC분류에 따른 영향 

2) 50.69 분류 이후의 주기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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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 여러해에 걸친 SSC 분류 실행시 나중의 SSC 분류 활동이 초기 

SSC 분류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SC 분류에 관한 IDP의 결론을 내리기 

바로 전전번에 현재의 분류 행위가 이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전의 분류에서의 중요도 척도나 DID가 나중의 분류 활동 결과로써 

변경되었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10 CFR 50.69의 완료 후에 SSC 분류에 영향을 미칠 변경에 대한 주기적 

검토인 b)의 경우, 기기의 성능 변화나 새로운 기술정보가 소개되면 SSC 분류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첫 단계로써 새로운 정보에 근거해 즉각적인 평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새로운 정보가 영향을 안 준다면 평가는 사업자의 일반적인 PRA 개선 활동 

시간대에 맞추어 수행된다. PRA의 개정이나 개선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SSC 

분류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 PRA 검토 

- 지난 검토 이후의 발전소 변경에 대한 검토 

- SSC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 고유 운전 경험의 검토 

- 분류 과정에서 선별을 위해 사용된 중요도 척도 검토 

 

대부분의 경우, 원전 고유 PRA에서의 변화에 기존 SSC 분류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PRA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RAW나 FV 중요도를 도출하여 기존 SSC 분류의 변경이 필요하게끔 한다. 이 

경우, SSC 분류의 변경이 적절한가는 절대적 중요도 값에 달려있다. 절대적 

중요도는 기본 CDF/LERF와 중요도([RAW-1] 또는 FV)의 곱이다. 절대적 중요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CDF와 LERF가 줄어들므로 인해 상대적 중요도 (FV 와 RAW)가 

증가하여 그 SSCs가 안전 중요 SSCs로 잘못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전 분류때의 중요도 척도값과 새로운 것과 차이가 있을 때, 이전에 분류된 

SSCs의 재 분류는 다음과 같은 표 6에 의해 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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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RA 개선이 분류에 미치는 영향 

 

이전 분류 개선된CDF/LERF 중요도에 근거한

새로운 안전중요도

개선된 절대적 

중요도 

개선된 분류

Low Higher Safety-

significant 

Higher Safety-

significant

Low Reduced/same Safety-

significant 

Higher Safety-

significant

Safety- 

significant 

Reduced/same Low Lower Low 

Safety- 

significant 

higher Low Lower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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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울진 3,4 호기에 적용 

제1절 개요 

Option 2[2] 시범 적용을 위하여 미국의 방법론 (NEI 00-04 [1]및 

10CFR50.69[3])을 적용하였으며, CCF 가 있는 기기의 RAW 계산시 앞에 언급한 

Balancing 방법[16-17]을 사용하였다. 시범 대상으로 울진 원전 3, 4 호기 

고압안전주입계통(HPSI), 기기냉각 해수계통(ESW)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을 

수행하였다.  

HPSI 계통과 ESW 계통은 표 7 에 제시한 것과 같이 HPSI 11 개 기능과 ESW 

7 개 기능이 있다. 그림 15 와 그림 16 에 각 평가대상 계통에 대한 간략한 

P&ID 를 수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Option 2 에서 안전 중요 기기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계통의 모든 기능을 정의한 후 그 계통에 속한 기기들과 

연계(Mapping)한다. 예를 들면, HPSI 의 경우에는 11 개 기능이 있다(표 7 

참조). 이들 기능과 HPSI 기기들과 연계를 한다. 즉, 모든 HPSI 계통에 

속한 기기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구분한다.  

② 다음에 각 기기들을 안전에 중요한 기기와 중요하지 않은 기기로 

구분한다. PSA 에서 모델링된 기기는 각 기기 고장 모드의 FV 와 RAW 

중요도로 평가한다.  

③ 어떤 기기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로 판명되면, 그 기기와 연계된 

계통기능을 안전에 중요한 계통 기능으로 판정한다.  

④ 어떤 계통기능이 안전에 중요한 기능이면, 그 계통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는 모두 안전에 중요한 기기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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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계통의 안전중요 기능을 하는 유로(Path)에 있는 기기들은 

모두 안전 관련 기기로 판정하는 것이다. 물론 같은 유로에 있어도 

중요하지 않은 기기가 있겠지만, 일일이 따져 보지 않고 빠르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  

Mini Flow Line 으로 별도로 유로가 있는 경우, 그 유로상의 기기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안전관련 기기로 취급한다(예, HPSI V-219).  

⑤ 그러나 일부 기기는 다중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기기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일지라도 그 기기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이 원자로안전정지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염두에 두고 기능의 중요도를 구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표 7 에서 HPSI 의 SI-02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대부분 

안전에 중요한 기기이다. HPSI SI-05 기능으로 고온관 주입에만 사용하는 

SI-603, SI-321, SI-523 및 SI-957 밸브 등은 이들의 RAW 와 FV 가 작게 

나왔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에 중요한 기기들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I-05 기능뿐만 아니라, SI-02, SI-04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고압주입펌프(PP02A)와 일부 밸브가 안전에 중요한 기기로 판정되었으며, 

이들 기기들의 안전중요도 중에 SI-05 기능의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구한 기본사건들의 중요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고장수목에서 SI-05 기능에 해당하는 게이트(GHSHLA-L&ML: 

Failure of Injection Through Hot Leg Loop-A)를 찾아서 SI-05 기능의 

중요도(RAW, FV)를 구한 후 SI-05 기능의 중요도를 판정하였다. 판정 결과, 

이 기능은 안전에 중요한 기능이 아니었으므로, SI-603, SI-321, SI-523 

및 SI-957 등은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기기들로 구분되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계열의 SI-604, SI-331, SI-533 및 SI-958 밸브 등도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기기들로 구분되었다(그림 15 참조).  

⑥ 위에서 게이트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해당 게이트를 True 로 놓고, 증가된 CDF 를 CDF+라 하면 RAW 는 다음 

식으로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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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 CDF+/CDF  

또, 해당 게이트를 False 로 놓고서 구한 값을 y 라고 하면 FV 는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  

FV = (CDF - y)/CDF  

물론, 다중 기능을 갖는 기기에서 고장 모드가 기능별로 구분이 되면, 

그 기능별로 고장모드를 모아서 기능별 기기의 중요도를 구할 수 있다.  

한편, Balancing 방법을 사용하여 각 기기들의 FV 와 RAW 를 이용하여 

그 게이트의 FV 와 RAW 를 구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SI-603, SI-321, SI-523, SI-957 및 SI-522 각각의 P 와 

FV 를 구한 값을 이용하여 이들의 상위 게이트의 P 와 FV 를 구하면 

P=4.43E-3, FV=5.06E-4 이다. Balancing 방법을 사용하여 RAW 를 구하면 

RAW 는 1.11 이다. 따라서, SDC LOOP1 을 통한 Hot Leg Injection 

Line 으로 냉각수를 넣는 기능은 안전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⑦ 중요하지 않은 기기로 판정된 기기들에 관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⑧ 민감도 분석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기기/기능으로 판정되면 

심층방어(Defense-In-Depth: DID) 평가를 한다.  

⑨ 그림 11 의 DID Matrix 를 사용하여 평가하면, HPSI SI-05 기능은 2 

Diversed Train 이 있으므로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기기/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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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HPSI, ESW 계통 평가 대상 기능 

 

계통 기능 ID 계통 기능 

HS-01 RWT 로부터 고압안전주입수(붕산수) 공급 

HS-02 
재순환 집수조로부터 저온관 안전주입수 공급 (단기 

재순환) 

HS-03 
재순환 집수조로부터 고온관 안전주입수 공급 (장기 

재순환) 

HS-04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건전성 유지 

HS-05 최소유량 운전 (요구 시 닫힘 기능 포함) 

HS-06 RWT 와 Refueling Cavity 간 붕산수 이송 

HS-07 RCS 압력경계 역지밸브 누설 시험 수단 제공  

HS-08 시료 채취 수단 제공  

HS-09 중앙 제어실에 지시 및 경보 신호 제공 

HS-10 현장 지시 기능 

고압안전 

주입계통 

HS-11 격납건물 격리 기능 

SX-01 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 충분한 냉각 해수 공급 

SX-02 데브리 필터 여과 및 역세척 기능  

SX-03 중앙 제어실에 지시 및 경보 신호 제공 

SX-04 계열간 교차 운전 기능 

SX-05 계열간 격리 기능 

SX-06 
CCW 열교환기 Room 및 ESW Intake Structure 지역 

대체 소방수 공급  

1 차 

기기냉각해수

계통 

SX-07 현장 지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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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간략화한 고압안전주입계통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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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간략화한 기기냉각해수계통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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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평가 결과 

울진 3, 4 호기 Risk Monitor 모델(편의상 'PRiME-R0.kft' 라고 명함)을 세 

가지 절삭치 10-11, 10-12 및 10-13 으로 정량화 하였다. 절삭치에 따라 정량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 계산된 CDF 값, 중요도 정보를 제공하는 HPSI 계통 및 ESW 

계통 기기의 갯수를 다음의 표 8 로 정리하였다.  

표 8. 절삭치에 따른 중요도 정보 제공 기기 

절삭치 10E-11 10E-12 10E-13 

CDF 1.386E-05 1.407E-05 1.413E-05 

중요도 정보 제공 전체 기기수 684 910 1143 

중요도 정보 제공 HPSI 계통 기기

개수 
57 71 79 (95) 

중요도 정보 제공 ESW 계통 기기 개수 38 50 56 (78) 

 

위 표 8 에서 알 수 있듯이, 절삭치가 작을수록 정량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요도 정보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10-13 으로 절삭할 경우에는 95 개의 HPSI 

계통 기기 중에 79 개가, ESW 계통에서는 78 개 중에 56 개가 절삭이 안되고 

남아서 중요도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Option 2 는 많은 중요도 정보가 

남을수록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절삭치 10-13 으로 설정하고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1. HPSI 계통 평가  

울진 3, 4 호기에서 사용 중인 기기들의 품질등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품질등급 Q (안전관련 품목)  

안전관련 SSC 로서 10 CFR 50.55a 및 규제지침서 1.26 에 따라 품질등급 

Q 로 분류되며, 10 CFR 50 부록 B 의 품질보증요건을 적용받는다.  

품질등급 T (안전영향 품목)  

품질등급 T 는 ANSI/ANS 51.1 의 3.3.1.4 절과 규제지침서 1.29 의 C.2 절에 

기술되어 있는 비안전관련 보조설비계통의 SSC 에 적용된다. 계속적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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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요구되지 않지만 기능 상실시 안전관련 기기의 안전 기능을 허용범위를 

초과한 정도까지 저하시키거나 주제어실의 운전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SSC 에도 품질등급 T 가 적용된다.  

품질등급 R(신뢰성 품목)  

품질등급 R 은 발전소 정상운전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기에 

적용한다.  

품질등급 S (일반 산업 품목)  

품질등급 Q, T, R 이 아닌 SSC 로서 품질보증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Q, T 를 안전관련 기기로 취급하여, 다음 표 9 과 같이 평가하였다.  

 

표 9. 분류별 소속 기기 수(HPSI) 

  
안전 관련 

기기 

비 안전관련 

기기 
합계 

안전 중요  116   20  136 

안전 비 중요 161 10 171 

합계 277 30 307 

 

즉, 표 9 에서 HPSI 계통은 총 307 개 식별번호를 갖는 기기가 있다. 이 

중에서 Q=105, T=11, S=20 으로 136 개가 안전 중요(Risk Significant) 기기이며, 

Q=148, T=13, S=10 으로 171 개가 안전 비 중요(Non-Risk Significant) 기기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안전관련 기기 277 개 중 161 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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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그리고 비 안전관련 기기 중 20 개는 오히려 강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SA 모델링된 기기 중, HPSI 계통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기로 판정된 것은 

SDC LOOP 1 과 LOOP 2 로 가는 고온관주입배관으로 SI-603, SI-321, FE-391, SI-

523, SI-957, SI-522, SI-604, SI-331, FE-390, SI-533, SI-958, SI-

532 이다(그림 15 참조). 이들 고온관 주입배관은 대형 및 중형 냉각재 상실사고 

후 4 시간 이내에 정지냉각 개시 조건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3 시간 

이내에 고온관 및 저온관 동시 주입운전을 수동으로 개시할 때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ESW 계통 평가  

ESW PCS 카드 자체만으로는 RAW 나 FV 가 기준치보다 낮아서 안전에 중요한 

기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펌프의 작동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PCS 를 펌프의 범주로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ESW 계통에서 안전에 중요한 기기로 도출된 기기는 4 대의 펌프와 밸브 067, 

068, 1019, 1020 이다. 이들과 연관된 계통 기능과 그들을 지원하는 기기들을 

고려하면 그림 16 상에 있는 모든 기기가 안전 중요 기기에 포함된다.  

ESW 계통 중 식별번호가 부여된 기기 285 개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계기, 전기 및 기계 등의 관점에서 한 기기에 대해 여러 개의 식별번호가 

도출되었다. 이 중에서 Q=86, T=31, S=4 로 121 개가 안전중요기기로 

평가되었으며, Q=41, T=80, S=43 으로 164 개가 안전 비 중요기기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Q, T 를 안전관련 기기로 취급하면 다음 표 10 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련 기기 238 개 중 121 기기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하며 비 

안전관련 기기 중 4 개는 강화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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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분류별 소속 기기 수(ESW) 

  
안전 관련 

기기 

비 안전관련 

기기 
합계 

안전 중요   117  4  121 

안전 비 중요 121 43 164 

합계 238 47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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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0 CFR 50.69 “원전의 SSCs에 대한 위험도 정보활용 분류와 처리”[3] 

  

 

(a) 정의  

 Risk-Informed Safety Class (RISC)-1 SSCs: 중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구조, 계통, 기기  

 RISC-2 SSCs : 중요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비안전관련 구조, 계통,기기 

 RISC-3 SSCs: 낮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구조, 계통, 기기 

 RISC-4 SSCs: 낮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비안전관련 구조, 계통, 기기 

 안전중요 기능: 기능의 훼손이나 상실이 심층방어, 안전 여유도, 또는 

위험도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  

(b) 위험도 정보 이용 SSCs의 취급 범위 및 적용성 

(1) 10 CFR 50.21(b) 또는 50.22A 조항에 의한 경수로 운영 면허 소지자, 

Part 54 조항에 의한 경수로 갱신 면허 소지자, 또는, 50.22나 10 CFR 

part 52 조항에 의한 경수로 설비 면허 지원자는 RISC-3와 RISC-4 SSCs에 

적용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안으로서, 이 절의 요건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  

(i) R 10 CFR Part 21  

(ii) v 10 CFR 50.46a(b) 

(iii) 10 CFR 50.49의 환경품질 요건  

(iv) 10 CFR 50.55(e) 

(v) 10 CFR 50.55a(f)의 가동중시험요건; 10 CFR 50.55a(g)의 ASME 

Class 2/3 SSCs에 대한 가동중검사, 수리, 교체, 요건, 10 CFR 

50.55a(h)에서 언근한 IEEE 279의 4.3/4.4와  IEEE 603-1991의 

5.3/5.4의 전기 기기 품질과 품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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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4)를 제외한 10 CFR 50.65,  

(vii) 10 CFR 50.72  

(viii

) 

10 CFR 50.73  

(ix) 10 CFR Part 50 Appendix B 

(x) 10 CFR Part 50의 Appendix J에 있는 Option A/B의 Type B/C 

누설 시험  

(xi) 10 CFR Part 100 Appendix A의 sections VI(a)(1) 와 VI(a)(2), 

(2) 이절을 자발적으로 실행 선택하는 사업자나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50.90 조항에 따라 사업개정에 대한 지원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i) RISC-1, RISC-2, RISC-3, RISC-4 SSCs 분류 과정에 대한 기술 . 

(ii) 전출력, 저출력, 정지운전시의 내.외부사건에 대해 발전소를 

평가(발전소 고유 PRA, margin형태 접근법, 또는 다른 중대사고 

위협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체계적인 평가 기술을 포함)하는 

체계적 과정의 품질과 상세수준을 보증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기술은 SSCs 분류에 적합하다.    

(iii

) 

§50.69 (b)(2)(ii) 조항을 만족시키는 PRA review 과정   

(iv) §50.69(c)(1)(iv)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된 평가에 대한 

용인 근거와 기술(description)  

(3) RISC-1, RISC-2, RISC-3, RISC-4 SSCs  분류 과정이 50.69(c)의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결정하면 위원회는 사업자의 이 절 시행을 승인할 것이다.  

(4) 이 절의 시행을 선택한 지원자는 지원서의 한 부분으로서 50.69(b)(2)의 

정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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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SC 분류 과정  

(1) SSCs는 SSCs의 안전중요 기능을 파악하는 분류과정을 사용해 RISC-1, 

RISC-2, RISC-3, RISC-4로 반드시(must) 분류되어야 한다. 그 분류과정은 

반드시: 

(i) 발전소 고유 PRA 결과와 통찰(insights)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발전소 고유 PRA는 최소한 전출력 운전시의 내부 초기사건에서 

발생되는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반드시 모델 해야 한다. PRA는 

반드시 분류과정을 지원하도록 품질과 상세수준이 충분해야 하고 

standard나 NRC에서 승인한 승인기준에 따라 평가된 상세검토과정 

을 거쳤어야 한다.   

(ii) 발전소 고유 PRA에 모델링 안된 SSCs를 포함해서 

초기사건(내.외부), SSCs, 발전소 운전 모드를 다루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사용하여 SSC 기능 중요도를 결정하라. 파악되고 

고려될 기능에는 설계기준 기능과 중대사고의 완화와 방지에 

고려된 기능을 포함한다. SSC 중요도를 특성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의 모든 측면은 현재의 발전소 

배열과 운전 관행(practices), 적용 발전소와 산업계 운전 경험을 

반드시 타당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iii) 심층방어를 유지하라  

(iv) RISC-3로 분류된 SSCs에 대해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유지되고, 

50.69 (b) (1)과 50.69 (d) (2)의 이행으로 용인되는 특별처리의 

변화시 CDF와 LERF의 잠재적 증가가 작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고 

자신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제공하라.  

(v) 한 계통이나 한 구조물의 일부 기기들에 대해서만 시행하지 말고, 

전체 계통이나 구조물들에 대해 시행하라. 

(2) SSCs는 종합적인 의사결정 패널에 의해 반드시 분류되야 한다. 종합적인 

의사결정 패널은 최소한 PRA, 안전분석, 발전소 운전, 설계공학, 

계통공학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와 발전소의 식견있는 구성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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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체 특별처리 요건  

(1) RISC-1과 RISC-2 SSCs: 사업자나 지원자는 분류 과정에서 가정한 RISC-

1과 2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확고히해야한다.  

(2) RISC-3 SSCs: 사업자 또는 지원자는 지진이나 환경 조건 등의 설계기준 

조건 하에서 RISC-3 SSCs가 안전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확실히 해야한다. RISC-3 SSCs의 특별처리는 

등급분류 과정과 일치하여야 한다. 검사와 시험, 그리고, 고장정비는 

RISC-3 SSCs에 제공되어야 한다. 

(i) 검사와 시험: RISC-3 SSCs가 안전 관련 기능을 항상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위해서 주기적 검사와 시험을 수행한다. 

(ii) 수정 조치: RISC-3 SSC의 설계기준 조건하의 안전관련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조건은 적시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악조건일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조치 하여라. 

 (e) 평가결과(feedback)와 과정 수정 

(1) RISC-1, RISC-2, RISC-3, RISC-4 SSCs: 적시에 그러나 매 36개월 이전에 

사업자는 반드시 발전소와 운전 관행, 그리고 적용 가능한 산업계 운전 

경험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고 필요시 PRA와 SSC 분류를 개정해야 한다.  

(2) RISC-2와 RISC-2 SSCs: 사업자는 반드시 RISC-1과 RISC-2 SSCs 성능을 

감시해야 한다. 사업자는 등급분류 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등급분류 또는 특별처리 과정에 필요한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3) RISC-3 SSCs: 만일 성능이 나뻐졌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RISC-3 SSCs 에 

관한 10 CFR 50.69(d)(2)(i)에서 수집한 자료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등급분류 과정과 결과의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등급분류 또는 

특별처리 과정에 필요한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f) 프로그램 문서화, 변화 제어와 기록 

(1) 사업자 또는 지원자는 어떤 SSC와 관련하여 50.69(b)(1)하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삭제하기 전에 이 절의 (c)항대로 그 SSC의 등급분류 근거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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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절의 실행뒤, 사업자 또는 지원자는 계통들이 분류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FSAR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3) 사업자가 한 SSC에 관련하여 이 절을 처음 실행할 때, 50.69(d)에 따른 

변경의 일환으로 FSAR 변경시, 50.59 평가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다.  

(4) 사업자가 한 SSC에 관련하여 이 절을 처음 실행할 때, 50.69(d)에 따른 

변경의 일환으로 QA 변경시, 50.59 평가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다.  

(g) 보고: RISC-1이나 RISC-2가 안전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던지, 

방해할뻔하였던 어떤 사건이나 조건에 대해 사업자는 50.73(b)에 따라 

사업자 사건 보고서(licensee event report)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10 CFR 50.69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 특별처리요건과 관련된 기존 

10 CFR 법규에 관해 다음 표 11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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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0 CFR 50. 69에 의해 바뀌어질 수 있는 기존 특별처리요건 관련 10 CFR 코드 

코드 부분  상세 적용 부분  적용 코드의 법규 내용  

10 CFR Part 21 Reporting of defects and noncomplience 안전관련 설비, 활동, 기기 들의 결합과 불일치에 대한 보고 사항, 1974년의 에너지 

재조직법 206항의 실행에 관한 요건  

10 CFR 50.49 environment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원전안전에 중요한 전기기기의 환경품질 요건  

10 CFR 50.55(e) Conditions of Construction permits 건설허가 조건으로서 상당한 안전위해(safety hazard)와 연관된 이탈 고장 발생을 

보고하는 절차, 이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요건   

10 CFR 50.55a(f) inservice testing requirements 가동중시험 요건  

10 CFR 

50.55a(g) 

inservice inspection, repair, replacement 

requirements for ASME Class 2&3 SSCs 

가중중점검 요건  

10 CFR 

50.55a(h) 

electrical component quality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section 4.3 & 

4.4 of IEEE 279, sections 5.3 & 5.4 of 

IEEE 603-1991 

보호계통과 안전계통 전기 품질 요건 

IEEE 279: 원전 보호계통 

IEEE 603 – 1991: 원전 안전계통 

10 CFR 50.65 Maintenance rule 

except for paragraph (a)(4)  

정비규정, (a)(4): 정비전 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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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FR 50.72 Immediate notification requirements for 

operating nuclear power reactors. 

방사선 비상 계획 등과 같은 가동원전의 즉각적인 통보 요건  

10 CFR 50.73 License event reporting system 원전에 중요한 사건.사고 등을 보고하는 사건보고 체계 요건  

Appendix B to 10 

CFR Part 50 

Quality assurance criteria 원전과 핵재처리 공장에 대한 품질보증 요건  

Appendix J to 10 

CFR Part 50 

Type B&C leakage testing requirements in 

both Options A&B,  

 

option A: 규정적 시험, option B: 성능기반 시험 

Type B; 국부 누설 측정과 격납용기 관통부의 압력포함 또는 누설제한 경계에 누설 측정 

Type C: 격납용기 격리밸브 누설 측정    

Appendix A to 10 

CFR Part 1000 

sections VI(a)(1) and VI(a)(2),  

10 CFR 100: reactor site criteria 

App. A to 10 CFR 100: seismic & 

geologic site criteria 

원전의 지진/지질학적 부지 기준에서 진동지층운동(vibratory ground motion) 규정 사항인 

VI(a)(1) 안전정지지진(safe shutdown earthquake), VI(a)(2): 운전기본지진(operating 

basis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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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DG – 1121 “안전중요도에 따른 원전 SSCs의 분류 지침”[5] 

 

A. 서론  

NRC는 규제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안전 중요 SSCs의 특별 처리 요건을 

면제하는 위험도 정보 활용 방법을 법제화한다. 이ㅣ 법제화의 근원은 Option 

2[2]에 기인한다. 

B. 논의사항  

SSCs 를 RISC-1, RISC-2, RISC-3, RISC-4 SSCs 4개로 구분한다.  

C. 규제 입장 

1. NEI 00-04 초안(C)  NRC 승인  

NEI의 분류에 대한 이 문서는 일부 명확화와 개선,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2. NEI 00-04 초안 (C) 이외의 방법:  

사업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NRC는 사안별로 다른 방법의 

적합성을 결정할 것이다. 

3. NEI 00-04 초안 (C)에서 언급한 다른 참고문헌  

NRC는 NEI 00-04만을 승인했지 그 문서에서 언급한 다른 문서는 승인하지 

않았다. 

4. NEI 00-04 초안 (C)의 보기 사용 

보기의 예가 모든 사업자에 적용 가능한 것음 아니다. 사업자는 보기의 예에 

기술된 지침을 실행하기 전에 보기의 예가 특정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5. NEI 00-04 초안 (C) 실행에서 사용된 분석 형태 제한  

SSCs 분류를 위한 10 CFR 50.69 요건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사업자는 전 

범위의 사건(내.외부)과 운전모드를 포괄하는 위험도 평가와 통찰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NEI 00-04에서는 비 PRA 평가(예, FIVE, 지진여유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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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허용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특별처리규제의 완화정도는 평가시의 

확신성에 비례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6. NEI 00-04 초안 (C) 실행의 분석 품질 속성 

현재 전출력 내부사건 PRA에 대해서만 PRA 품질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standard가 나와있는 형편이다. 전출력이외의 다른 PSA에 대한 standard가 

출간되기전에는 외부사건이나 정지사건 PRA나 비 PRA 형태의 분석에 관한 

품질과 적절성은 사안별로 평가되어야 할 사항이다.     

7. NEI 00-04 초안 (C)에서의 불확실성 고려사항  

NEI에서는 모델링이나 데이터 불확실성에 대해 명백히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민감도분석 사항은 다루었다. CDF와 LERF 증가를 평가할 경우에는 RG 

1.174의 2.2.5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불확실성을 다루어야 한다.  모델링과 

데이터의 불확실성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분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NRC는 믿고 있다. 

 

D. 이행  

이 지침서 사용에 관한 NRC의 계획에 대해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이 

목적이다. 

 

비용/편익 분석 

이 지침서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규제제정을 위한 규제분석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였다.  

 

첨부 문서 

다음의 현안은 NEI 00-04의 특정 사항 수용 가능성에 대해 NRC 직원들의 

견해를 준비하기 위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A. 품질 속성 

10 CFR 50.69를 실행하려는 사업자는 외부사건과 비 PRA 분석에 사용된 

방법의 품질과 적절성에 대한 논의사항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NRC의 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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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Option 2 분류 과정을 위해 외부사건 PRA와 비 PRA 형태의 분석에 

대한 예상 품질 특성에 관한 지침을 만드는 것이다. 

 

B. 비 PRA 방법에서의 잠재적인 위험도 증가 결정  

SSCs를 다른 RISC 분류로 할당하는 최종단계는 저안전중요 SSCs의 

특별처리요건 감소로 인한 위험도 증가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위험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은 민감도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저안전중요 SSCs의 고장 확률에 사용될 적절한 증배인자는 납득할 만한 

최대값이던지, 감시와 시정조치 및 피이드백 과정으로 비신뢰도값의 변화가 

점검되고 수정되어 도출되는 값이어야 한다. 

비 PRA 방법이 사용시, 사업자는 저안전중요 SSCs로 분류로 인한 특별처리 

요건 변화가 CDF와 LERF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자가 이와 관련된 방법의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C. NEI 00-04 개정(C)에 대한 특별 언급 

1. 1.2절   

종합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발전소의 여러 운전모드와 초기사건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정량적/정성적 정보는 

PRA를 포함하여 정량적 위험도 결과와 통찰, 결정론적/전통적인 공학적 평가와 

통찰, 다른 관련 정보(운전 경험 등)이다.  

2. 1.3절  

PRA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때 결정론적 또는 정성적 정보만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구절을 PRA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결정론적 또는 정성적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종합적인 의사결정에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안전에 중요한 SSCs의 

속성만을 문서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기에 대해 등급분류 근거가 문서화 

되어야 한다.  

3.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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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10 CFR 50.69에 의해 적절한 세트의 기기들의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는 구절에 대해 NRC도 사업자가 부분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나, 10 CFR 50.69나 NEI 00-04에 의한 등급분류가 계통/구조물의 기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등급분류 과정이 계통/구조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한 계통내의 일부 선택적인 기기의 등급분류가 아니다.  

4. 2절  

단지 PRA라고만 언급한 구절은 다양한 초기사건(즉, 내부 및 외부), 다양한 

분석(PRA나 여유도 분석 등), 다양한 운전모드(전출력과 정지/저출력)를 

망라함을 뜻한다. 

그림 2-1에서 HSS 기기의 상세 공학적인 검토는 선택업무임을 명확히 하라. 

5. 3.2절 

CDF와 LERF 잠재적 증가 평가시, RG 1.174의 2.2.5절에 논의된 불확실성을 

다루어야 한다. PRA 모델을 사용한 SSCs 분류에서의 민감도분석은 알려진 최대 

불확실성 요인(CCF, HRA 등)을 다룰 목적으로 수행된다. 

6. 3.3절 

NEI 00-04에서 언급하기를 Option 2의 등급분류는 NEI 00-02 기준으로 3 

등급 품질의 PRA 적용분야라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그의 PRA의 

적합성을 충분히 정당함을 보여야 하고, 1,2 등급 밖에 못받은 기술적 

요소들이나 심각한 F&O(Facts and Observations)에 관해 언급하여야 한다 

민감도분석으로는 PRA 품질 등급 향상이 안된다. 5장의 기기 안전 중요도 

평가시 민감도분석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NEI 00-04에서는 여유도 분석 등과 같은 비 PRA 형태의 분석의 적합성을 

사업자가 거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업자는 비 PRA 형태의 

분석의 적합성을 다루어야 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7. 4절 

NRC는 아직 공식적으로 ASME code case N-658을 승인하지 않았다. NEI 00-

04에는 수동압력 경계에 대한 방법의 기술이 없다. 따라서, NEI 00-04를 

승인한다고 해서 수동압력경계의 안전 심각도를 등급분류하는 어떤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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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절 

NEI 00-04에서 외부사건이 내부사건 CDF 보다 작을 경우 외부 사건 PRA에서 

검토된 고안전중요 SSC는 저안전중요 SSC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NRC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만약 한 SSC가 고안전 중요 SSC로 

분류되었다면, 위험도 총합 관점에서 저안전중요 SSC로 재 등급분류할 수 없다.” 

IDP는 저안전중요 등급을 고안전중요 등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어도, 

고안전중요 등급을 저안전중요 등급으로 낮출 수 없다. 

NEI에서 RAW계산에서 CCF를 제외했지만 NRC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수용못한다. 만일 CCF 발생 메커니즘이 기기 모델링에 포함 안된다면 

모델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모델링을 하였다면 RAW는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민감도분석과 다른 심층방어 검토, 정지운전 등의 PRA 결과에서 나온 

안전중요 등급 중 제일 최고의 안전중요 등급을 해당 SSCs의 안전중요 등급으로 

판정한다.  

9. 5.1절 

NRC는 ASME의 N-577, 578을 공식적으로 아직 인증하지 않았다. 이들의 

검토는 10 CFR 50.69가 제정되기 전에 끝날 것이다. 하지만, NRC는 

배관분절(개별 SSC가 아님)의 등급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는 WCAP-14572와 EPRI 

TR-112657은 승인하였다. SSCs의 수동압력 경계에 대해 별도의 방법 기술이 NEI 

00-04에 충분히 상세히 기술되어있지 않으므로, NEI 00-04의 인증과는 별도로  

수동압력 경계에 관한 등급분류 방법은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 고장모드가 LSSCs에 대한 특별 처리 요건 완화로 영향받는지를 정확히 

결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는 FV 중요도 결정시 PRA에서 정의한 모든 

고장모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NEI 00-04에서 높은 고장율의 SSCs는 보통 안전중요기기로 구별할 수 있는 

지표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높은 고장율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있으므로, 높은 

고장율을 가졌다고 FV와 RAW를 근거로한 등급분류 결과를 무시하고 바로 

안전중요기기로 처리하면 안된다. 그 전에 먼저 그 SSCs의 높은 고장율의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PRA 모델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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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2절 

화재장벽(fire barrier)는 화재 위험도 분석시 명백히 평가되지 않으면 

위험도 정보 활용 특별 처리 규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11. 5.2절과 5.3절 

FIVE와 지진 여유도분석에 의한 SSCs 분류시 사업자는 그 응용분야에서 그 

분석이 적절함과 그 결과가 보수적임을 반드시 보여야 한다. 충분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업자는 화재와 지진 PRA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2  5.4절 

다른 외부사건의 평가는 선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림 5-6보다는 그림 5-

4와 유사한 논리가 적절하다. 선별되지 않은 SSCs는 안전 중요 SSCs로 

평가한다. 

 

13  5.5절 

NRC는 정지/저출력 운전 위험도 관리에 관한 NUMARC 91-06 사용이 보수적인 

분류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정지/저출력시의 위험도 

관점에서의 등급분류시 NUMARC 91-06 사용 결과가 보수적임을 보여야 한다. 

충분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업자는 정지/저출력 PRA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4  6.1절 

저안전중요 SSCs로 평가된 기기에 대해 적절한 심층방어가 유지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NRC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림 6-1이 어떻게 심층방어 확인 

과정에서 사용되는지 불분명하다. 심층방어 평가시에 초기사건은 

설계기준사고뿐만 아니라 PRA에서 고려한 모든 초기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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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심층방어 방법론에 대한 사용 지침이 NEI 00-04에는 NRC가 

검토/승인할 정도로 충분하게 상세하지 않다.  

 

15. 6.2절  

한 SSCs가 LSSCs로 평가될지라도 핵분열 생성물의 유지와 제거를 포함한 

격납용기의 심층방어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업자는 반드시 보여야 

한다. 

격납건물과 관련하여 심층방어 철학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이는 한가지 

방법은, 노심손상 중의 후기 격납용기 실패 발생 억제 기능을 그 SSCs가 갖고 

있지 않음을 보이거나, 또 하나는 격납용기 기능을 지원하는 저안전중요 SSCs의 

신뢰도 감소가 후기 격납용기 실패 확률에 심각한 영향을 유발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16  7.1절 

NEI 00-04는 PRA에 모델된 유로에 있는 SSCs의 가장 큰 FV나 RAW에 의하여 

한 계통 기능의 안전 중요도가 결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NRC 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는 기능의 안전 중요도는 RAW와 FV로 구해지는 개별 SSC의 안전 

중요도와 다른 정의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RAW와 FV로 구해지는 한 SSC의 안전 중요도는 그 SSC의 실패로 인해 

증가되는 위험도를 반영한다. 유사하게 한 계통 기능의 안전 중요도도 그 

계통기능의 실패로 인해 증가되는 위험도를 반영할 것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통기능들은 두개 이상의 독립된 계열로 이루어져서, 어느 한 계열의 실패가 

그 기능의 실패를 초래하지 않는다. 대부분, 어느 한 개별 SSC의 실패는 한 

계열의 실패를 초래하지 그 계통 기능의 실패를 초래하지 않는다. 모든 계통 

계열의 실패와 관련된 RAW와 FV는 대부분 개별 SSC 실패와 관련된 RAW와 FV보다 

훨씬 큰 값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NEI 00-04 방법으로 구하는 기능의 안전 

중요도는 개별 SSC의 안전 중요도와 다르고, 또, 분명히 다름을 명확히 해야 

한다. 

CCF 사건의 RAW도 한 SSC의 안전 중요도 평가시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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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7.2절 

내부사건에서는 LSSCs이지만 외부사건이나 다른 분석에서 HSSCs로 평가된 

SSCs의 안전 등급은 그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등급을 낮출경우에는 

철저한 재 분류 노력이 있어야만 등급을 낮출 수가 있다. 

그림 7-1은 분류에 관한 정보를 담기에 너무 간단하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담을 정도로 worksheet는 상세해야 된다.  

 

18  8절 

RISC-3 SSCs의 완화된 처리가 위험도의 커다란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그 보이는 방법은 처리 완화 대상 SSCs의 고장율을 

증가시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고장율 증가 정도는 반드시 

타당성있는 예측에 근거를 두거나, 또는, 비신뢰도의 변화가 감시와 

고장수리조치 프로그램에 의해 탐지되어야 한다. 

민감도분석시 고장율 제한치로 해당 SSCs의 고장율 분포에서 낮은 성능에 

해당하는 값을 사용하자는 NEI 의견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NRC는 생각한다.  

SSCs의 특별 처리 규제 완화로 인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사업자는 반드시 계통 상호작용을 포함한 잠재적인 공통원인고장 취약성과 

알려진 성능저하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19. 9절 

9절의 안전 중요 기능 검토에서, 높은 고장율을 갖고 FV 중요도가 기준치를 

넘는 SSCs를 안전 중요 기기 후보로 처리한다고 기술 하지만, 이와 관련된 

행위는 없다. NRC는 이런 경우, 적절한 값을 사용하여 모델을 개선한 후 재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20. 9.2절 

특별처리 요건의 완화가 SSC의 신뢰도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IDP는 반드시 운전 이력을 통해 고장모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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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모드가 주기적으로 탐지 가능하거나 주요 지시를 제공하는 조건부 감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SSC가 적절히 등급분류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 IDP는 다음을 검토한다. 즉, 

SSC가 발전소의 다음 능력에 영향을 주는 지 검토함: 

i) 사고조건 방지 또는 완화  

ii) 안전정지 조건 도달/또는 유지 

iii) 원자로압력경계 건전성 유지 

iv) 격납용기 건전성 유지 또는  

v) 사고후 조건 감시 허용 

 

21. 10.2절 

“HSS 기기의 상세한 공학적 검토” 옵션을 수행할 경우, 개별 기기 

수준에서의 분류는 반드시 계통 기능 수준의 분류와 동일한 깊이와 엄격성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일 한 SSC가 분류과정에서 안전중요로 

결정되었다면, 기기수준에서 전체 분류 과정을 재 수행하지 않고서는 LSS로 

재분류할 수 없다. 만일 상세 기기수준 분류 과정에서 안전 중요로 결정되지 

않으면, SSC를 LSS로 결정하는데 있어 NEI 00-04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SSC 운전에 의해 만족되는 안전기능 

2) SSC 기능 충족을 위한 다중성 수준  

3) SSC 실패시의 회복 능력 

4) SSC 성능이력  

5) EOP 또는 SAMG에서의 SSC 사용 

 

사업자는 7절에서 계통 수준에서 개발한 것과 유사하게 한 기기 수준 

등급분류 worksheet 개발을 포함하여 위의 고려 사항에 토대를 두어 한 기기 

수준의 등급분류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문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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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에 모델링 되지 않는 SSCs에 관해서는 IDP는 전통적인 공학 분석과 

통찰력, 운전 경험, 인.허가 문서와 설계기준사고 분석에 토대를 둔 다음의 

지침서를 사용하여 안전중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그 SSC의 고장은 PRA에서 선별 제거된 초기사건을 포함하여 

초기사건빈도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2) 그 SSC의 고장은 냉각수 압력 경계 건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충분히 

완결성있는(robust) 분류 과정은 냉각수 압력경계를 RISC-1으로 분류할 

것으로 예상한다 

3) 그 SSC의 고장은 PRA에서 선천적으로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한 

것(배관, 탱크 등)과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지 않는 SSC를 포함하여 한 

안전중요 기능을 고장시킬 것이다. PWR에서 완결성 있는 분류 과정은 고 

에너지 배관인 주증기와 급수계통 배관을 RISC-1으로 분류할 것이다.  

4) 그 SSC는 PRA에서 크레딧을 준 운전원 행위를 포함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운전원 행위를 지원한다. 

5) 그 SSC의 고장은 안전 중요 SSC의 고장을 가져온다 

6) 그 SSC의 고장은 안전정지조건에 이르고/또는 유지시키기 위한 발전소 

성능에 영향을 줄 것이다. 

7) 그 SSC는 공통원인고장 그룹으로 파악될 수 있는 다중적인 기기 집합의 

하나이다. 

8) 그 SSC는 중대사고시 핵분열 생성물 누출 장벽로서 작동하는 계통의 한 

부분이다.  

9) 그 SSC는 EOP 또는 SAMG에서 사용된다. 

10)  그 SSC의 고장은 중대사고 조건이 아니라도 10 CFR 100 지침을 넘게되는 

의도치 않은 방사선방출을 가져온다. 

11)  그 SSC는 과도사건과 사고 결과의 조절 또는 완화에 사용된다 

 

위의 11가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IDP는 SSC 신뢰도와 성능에 대한 요건 

완화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정성적인 평가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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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평가 과정은 SSC의 운전에 의해 지원받는 기능 파악과, SSC의 

고장모드와 보조받는 기능 사이의 관계 파악, 고장율이 증가하는 SSC 

고장모드와 탐지가 어렵거나 더 어려워지는 SSC 고장모드 파악을 포함한다.  

 

IDP는 다음 사항을 보임으로써 SSC의 LSS를 정당화 시킬 수 있다: 

i) 재분류는 심층방어 철학과 일치한다. 

ii) 운전 경험상에서 수동/ 능동 SSCs에 대한 활발한 성능저하 

메커니즘(배관 유동 가속 부식이나 미생물에 의한 부식 등)이 나타나지 

않고, 특별처리요건은 SSC 성능과 신뢰도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며, 

SSC의 안전기능 수행 능력 저하가 적시에 탐지될 것이다. 

iii) 특별처리요건 완화는 CDF나 LERF에 기여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로부터 

생기는 소내 또는 소외 선량에 최소한의 영향을 줄 것이다. 

 

안전중요 기능 유로 상에 있는 SSC의 LSS 결정은 능동형 고장모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상 SSC의 모든 잠재적 고장 모드를 고려해야 

한다.  

1인치 구경 작은 배관은 계통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큰 

전환유로로 커질 수 있는 에에서 보듯이, 특정 조건과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SSCs를 LSS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2. 11.1절과 11.2절 

10 CFR 50.69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배열 변경 제어 과정이 확장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확장은 분류된 SSCs가 설계기준과 초과설계기준을 

고려하여 분류 과정시의 가정 사항이 유지되는지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때, 

PRA를 포함하여, 결정론적, 전통적 공학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11.2절 

36개월이내로 발전소와 운전, 산업계운전 경험을 검토하여 PRA와 SSC 분류를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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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4절 

PRA 모델 변경 또는 새로운 정보의 원인으로 생기는 앞으로의 SSC 등급분류 

변경이 RG 1.174의 위험도 승인 지침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항을 

등급분류 과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NEI 00-04에서는 계획된 SSCs의 등급분류후에 SSCs 등급분류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을 IDP 대신 발전소 관리 검토 위원회(station management review 

committee)에서 할수 있다고 했는데 NRC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25. 12절  

SSCs 분류에 대한 문서는 발전소 전 기간 동안 반드시 보관되어야 한다. 

 

26. 13절 

후기 SSCs 등급분류에 대한 영향 평가는 반드시 PRA 결과 뿐만 아니라, 

결정론적, 전통적 공학, 비 PRA 형태 분석, 운전모드 고려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된 PRA는 독립 검토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 민감도 분석 결과 역시 

수용가능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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