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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재 목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 평가방법 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소 운영지침서인 기술지침서에서는 기기의 이용 

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스템을 일정주기로 점검시험 (Surveillance Test)을 수행하 

고， 특정 기기가 이용불능일 때 허용정지시간(AOT)을 제한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술지침서는 결정론적 방법과 공학적 판단으로 

결정되어 발전소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랜 운전경험올 

통해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은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개별 발전소의 특성과 운전경험을 반영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일부 원전의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결정론적인 방법론를 보완할 수 있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방법을 이용한 최적화된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국내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데 었다. 

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차년도에서는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 평가방법론 개발에 앞서 기초적인 작업 

으로 국내외에서 수행한 평가방법 절차 모델링 그리고 결과들에 대한 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평가체계 

의 방법에 따라 예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개발 및 훌륭용에 대한 채안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최적화된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1차년도에서 수립한 

평가체계의 검증과 이를 최종 평가 단계인 발전소 단계까지 적용하여 위험도 기준 

차원의 분석으로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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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1e 

A Study on Assessment Methodology of Surveillance Test Interval and 

Allowed Outage Time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By the Technical Specification for the insurance of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the surveillance test about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 should be 

performed regularly for the improvement of availability of components. When 

specific components are unavailable,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 can be 

improved ‘ by limiting allowed outage time(AOT). 

The current Technical Specifications are determined by the deterrninistic 

method and the engineering judgement. Therefore some differences between T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of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relieved 

through the operation experiences of many plants. For the overcoming these kind 

of troubles, nations that have nuclear power plants have developed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PSA) method as new safety analysis methods and applied PSA 

methods into the operation of some plan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operation experiences of each nuclear power plant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of methodology by which 

assessing the optimizes surveillance test interval(STI) and allowed outage 

time(AOT) using PSA method that can supplement the current deterministic 

methods and the improvement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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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e first year of this study, the survey about the assessment 

methodologies, modelings and results performed by domestic and intemational 

researches is performed as the basic step before developing the assessment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assessment methodology that supplement the 

revealed problems in many other studies is presented and the application of new 

methodology into the example system assures the feasibility of this method. 

IV. Resu1ts and Proposa1 for Ap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optimized STI and AOT assessing methodology 

which is the final objective of this study, the assessing method developed in the 

first year is verified. The verified methodology will be applied to plant level as 

the final assessment level with risk-based an떠ysis. This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methodology migh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nuclear power 

plan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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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원전의 운전， 보수에 대한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는 기술지침서는 기존의 오랜 운 

전 경험과 결정론적 방법론을 토대로 결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론들은 발전소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인 기폰의 결정론적 

방법을 보완하는 안전성 분석방법 (PSA)이 제시되고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소 운영지침서인 기술지침서에서는 기기의 이용 

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스렘을 일정주기로 점검시험 (Surveil1ance Test)을 수행하 

고， 특정 기기가 이용불능일 때 허용정지시간(AOT)을 제한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을 향상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원자력 규제위원회(US NRC)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통 

해서 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 항목 가운데 운전정지 여유도， 제어봉 반웅시간， 중 

성자속， 출력분포 동을 제외한 다른 기기들의 요건들에 대해서는 결정론적인 방법과 

동시에 확률론적 방법을 적용시켜서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을 변경함으로써 원전 

의 안전성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기폰의 결정론적인 방법론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내 원전의 고유한 

운전 경험을 반영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방법을 이용한 최적화된 점검주기와 허용 

정지시간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수행 되었다. 이를 위하여 1차년도 

에서는 최적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 평가방법론 개발에 앞서 기초적인 작업으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평가방법들에 대한 현황 조사를하고 기존의 방법들상에 

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들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1절은 기존의 확률론적 평가방법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NUREG-1024에 기초한 국내 원전(고리 1, 2, 3, 4호기， 영광1 ， 2호기)의 주요 계통에 

대해 KAERI에서 수행한 국내 원전의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 평가 방법， 절차， 

모델링 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외 현황 조사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 

에 대해서 수행하였고 최근 미국 원자력 위원에서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 

법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2절에서는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 결정에 필요한 주요 계통의 점검요건 영향과 

중요 요소를 반영한 평가 모텔들을 내용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모델들에 대 

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평가 모델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 ‘ 
J 



최근 모델링시 고려되고 있는 STIIAOT 상호작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일상적 

인보수 점검활동시 발생될 수 있는 인적오류에 대한 평가시 사용될 수 있는 기존의 

분석방법을 검토하였다. 

3절에서는 1, 2절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시한 평가체계에 따라 보조급 

수 계통을 예제 시스댐으로 기기단계 (Component Level) , 계통단계 (System Level)에 

대해 계산를 수행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계통단계에서 계산에 이용된 IRRAS Code 

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4-



제 2 장 로J 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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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 절 국내외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 명가 연구현황 

1. 국내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 명가 연구현황 

국내에서의 점검주7l(STD 및 허용정지시간(AOT) 평가 연구는 1990년 KAERI에 

서 수행한 “원전정지기준 개선 및 운전 신뢰성 제고，，(1) 연구의 국내 원전 중 웨스팅 

하우스 PWR인 고리 1, 2, 3, 4호기， 영광 1, 2호기에 대한 PRA 방법론을 이용하여 

STI!AOT 변 경 시 노심 손상빈도(CDF， Core Damage Frequency)를 척 도로 STI!AOT 

개선에 대해 수행하였고 1995년 KINS에서 “국내 원전 기술지침서 표준화 연구，，(2)의 

일부로 미국의 표준기술지침서 (NUREG-1431)와 점검요건 개선(NUREG-1366)을 검 

토하고 운전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그 동안의 원전 운영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국내 

원전의 기술지침서 개선사항을 호기별로 비교， 정리하고 STI!AOT 변경시 고려되어 

야 하는 요건들을 정리하였다. 이외의 연구는 특정 기기를 대상으로 중요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는 정도이다. 본 절에서는 STI!AOT 개선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전에 유일하게 PRA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원전의 전반적인 계통에 대해 

STI!AOT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KAERI의 수행방법， 절차， 모델링， 그리고 결 

과를 검토하여 요약 정리하고 앞으로 STI!AOT 평가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문제 

점들을 기술하였다 

1.1. PRA 방법 

미국 NRC 보고서 NUREG-1024에서는 PRA 방법에 기초한 FRANTIC 퉁의 전 

산코드를 이용하여 STI!AOT에 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이들을 재평가 또는 개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발전소에서도 PRA 방 

법에 기초해 STI!AOT를 재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행된바 있다. 이 연구에는 

모든 주요 계통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며 PRA 방법론을 이용한 STI!AOT 최적화 연 

구에 사용되는 척도로 발전소 전체의 연간 노심손상빈도와 각 계통의 이용불능도를 

채택하여 KIRAP 코드로 계산되었다. 

-노심 손상빈도를 STI!AOT 최 적 화의 척 도(pla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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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전체에 대한 Level-I PRA가 수행되어야 함 

- 계 통의 이 용불능도 척 도(system leveI): 

각 계통에 대한 고장수목 분석이 선행 

계통 기기의 고장 확률은 고장 수목을 이용하여 구하고 각 계통의 고장수목은 계 

통 내에 포함된 부품들의 고장 유무에 따라 그 계통이 어떻게 고장나는가를 논리적 

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기기 고장에 대한 모델링은 기계적인 고장， 점검， 보수 및 기 

타사항들이 포함되었다. 

- 부품의 기계적인 고장 

- 운전원 실수에 의해 부품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 또는 보수로 인해 그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PRA 방법론에 따라 STVAOT를 평가하는 문제는 Level-I PRA가 수행되면 기기 

및 트레인의 STVAOT를 각 기기의 이용불능도로 계산하고 계통 고장수목을 통해 

계통과 연결되고 각 계통은 사건수목을 통해 발전소 노심손상빈도와 연결되었다. 

1.2. 기기 고장 모델령과 수행방법 

각 기기는 기계적인 고장， 인간실수， 점검 및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를 포함하 

여 다음과 같은 모델링을 사용하였다. 

Qcomp Ls X T/2 + (RvTt/T) + MfX T m + Etc (1) 

Ls : Standby 동안의 고장율 

T 시험주기 (STI) 

T 1 : 평균 시험시간 

Aψ : 평균 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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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평균 보수시간 

R j! Test Overide 못할 확률 (시험 중에 이용불능일 확률) 

Etc: 기타 사항 

위의 식 (1)을 이용하여 AOT는 평균보수시간 Tm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AOT란 기기가 이용불능일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며 AOT를 평균보수시간으 

로 가정하여 수행되었다. 

- 평균보수시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 

- 이 결과 이용불능도는 기기의 평균보수시간에 단순 비례하여 증가 

이런 가정은 최근 STI/AOT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 

나 재검토가 수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에 대해 다음절에서 상세히 언급 

하였다. STI와 기기의 이용불능도면에서 짧을수록 점검사이에 기기가 고장나 있을 

가능성이 작아지고 이와는 반대 효과로 점검주기가 짧을수록 점검시험이 빈번하여 

점검시험동안 기기가 이용불능이 될 가능성 커진다. 이것은 시험을 적게 할수록， 즉 

STI가 길수록 감소한다. 이와 같이 이용불능도변에서 최적이 되는 STI가 폰재활 수 

있으며 특히 시험 중에 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적 STI가 상당히 

큰 값이 될 수 있다. 

STI/AOT를 Level-I PRA를 수행하여 기기가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전체 

적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계통의 고장수목분석을 수행하여 기기가 계통 내에서 미치 

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병용되었다. 계통의 최소단절군(minimal cutsets)은 고장 

수목을 구성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구해지며 노심손상의 최소단절군은 필요한 모든 

계통의 최소단절군을 구한 후 사건수목 모델을 통해 이들을 조합하고 분석하여 최소 

단절군을 계산함으로써 구해졌다. 

- 영광 1 ，2호기 및 고리 3，4호기에 대해서는 Level-I PRA를 수행한 후 구해진 노 

심손상모텔을 가지고 STI/AOT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 

- 고리 1 ，2호기에 대해서는 계통 고장수목을 모두 구성한 후， 각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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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AOT에 대한 이용불능도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 

각 계통의 최소단절군 또는 노심손상에 대한 최소단절군이 구해지면 STVAOT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계퉁 불이용도나 노심손상빈도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계 

산함으로써 STVAOT의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1.3. 고장수목과 사건수목 구성 및 분석 

고장수목의 분석을 최소단절군 계산코드인 KIRAP-CUT을 이용하여 각 계통의 

고장수목에 대해 최소단절군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처리， 계통 이용불능도， 각 사상 

의 중요도， 각 최소 단절군의 중요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고장수목의 분석이 끝나면 계통 이용불능도에 대한 최소단절군이 구해지며 사건수 

목과 고장수목이 모두 끝나면 발전소 노심손상에 대한 최소단절군이 구해졌다. 그후 

STVAOT를 변화시키면서 기본사상의 이용불능도를 변화시켜 노심손상빈도 및 계통 

이용불능도를 다시 계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중요 기기의 STVAOT에 대 

해 수행하여 이들이 발전소 전체의 노심손상빈도 또는 계통의 이용불능도에 어느 정 

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로 평가되었다. 만일 민감도 분석을 통해 AOT와 STI를 현행 

의 값보다 큰 값을 사용하여도 노심손상빈도나 계통 이용불능도에 거의 변화가 없다 

면 이 AOT와 STI는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4 STVAOT 민감도 분석 (system level , plant leveI) 

- 고리 3,4 호기 및 영 광 1,2 호기 STVAOT 민감도 분석 범 위 

. 안전주입계통(SIS) 

. 잔열제거계통(RHRS) 

. 보조급수계통(AFWS) 

. 기 기냉각수계통(CCWS) 

. 기기냉각 해수계통(NSCWS)과 필수냉수 계통(ECWS)의 펌프 

. 디젤발전기 (DG) 및 원자로보호계통(RPS)의 정지차단기 (Trip Bre하‘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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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1 고리 3&4, 영광 1&2 현행 기술지침사항 

계통/부품 

안전주입펌프 

잔열제거펌프 

보조급수펌프 

기기냉각수펌프 

기기냉각해수펌프 

펼수냉수펌프 

디젤발전기 

원자로보호계통 

AOT 

3일 

3일 

3일 

3일 

3일 

3일 

3일 

6시간 

- 고리 1,2 호기 STVAOT 민감도 분석 범위 

. 안전주입계통(SIS) 

. 잔열제거계통mHRS) 

STI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1개월 

2개월 

. 보조급수계통(AFWS) 및 원자로 보호계통mps)의 정지차단기 (Trip Bre하(er) 

고리 1,2 호기 STVAOT 민감도 분석 수행과정은 고리 3,4 및 영광 1,2 호기에서 

노섬손상빈도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 방법과는 달리 계통 고장수목을 사용한 계통 수 

준에서의 STVAOT 민감도 분석을 행하였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표 1.1 .2 고리 1&2 호기 분석계통/부품들에 대한 기술지침사항 

고리 1 호기 고리 2 호기 
계통/부품 

AOT STI AOT STI 

SIS 3일 1개월 3일 3개월 

RHRS 3일 1개월 3일 3개월 

AFWS 3일 l개월 3일 1개월 

RPS 6시간 2개월 6시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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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3,4 호기 및 영광 1,2 호기 STVAOT 민감도 분석 (plant leveI) 

STVAOT 민감도 분석은 5가지의 관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 

. 분석 1 : 원전 안전성 관점에서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각 사고 유형별로 계산 

된 합을 의미하며， 각 계통 AOT의 변화가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미 

치는 영향의 정도를 확인 

. 분석 2: 분석 1에서의 AOT 효과가 어떠한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지， 어떤 사 

고 유형이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확인 

. 분석 3: 원전 안전성 관점에서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STI 민감도 분석 

. 분석 4 : 계통 이용률 관점에서 계통이용불능도에 대한 STVAOT 민감도 분 

석으로서 몇 개의 관심 있는 안전계통(SIS ， RHRS 및 AFWS)에 대 

해 수행 

. 분석 5: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다중(M비tiple) STνAOT 민감도 분석으 

로 관섬 있는 여러 계통들의 STVAOT를 동시에 변화시키면서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고리 3,4 및 영광 1,2 호기 노심용융빈도에 대한 STI 민감도 분석 결과를 보면 

노심손상빈도에 대한 STI 효과는 DG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ECWS , AFWS , RHRS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AFWS의 STI 효과는 보조급수 터빈 구동 펌프의 STI 효 

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IS, CCWS , NSCWS의 STI 효과 

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RPS의 경우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STI 효과는 그리 큰 

편은 아니더라도 RPS는 원자로 정지차단기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고리 3,4 및 영광 1, 2호기 계통 신뢰도 분석 및 계통 이용불능도에 대한 

STVAOT 민감도 분석은 고리 1&2호기의 결과들과의 비교를 위해 수행되었다. 고리 

3, 4 및 영광 1, 2호기 계통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1.1 .3으로 요약하였다. 표 1.1 .3은 

중요계통에 대한 STVAOT를 늘렸을 때 노심손상빈도의 변화량을 표현한 것으로서 

그 결과 CCWS , NSCWS , SIS의 STVAOT, 그리고 RPS 정지차단기의 AOT 효과는 

각기 5% 미반의 휴가융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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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3 고리 3&4/ 영광 1&2 호기 STVAOT 민감도 분석결과 요약 

계통/부품 AOT STI 

CCWS 6.34E-5 6.31E-5 

NSCWS 6.33E-5 6.31E-5 

SIS 6.31E-5 6.31E-5 

RPS 6.32E-5 6.82E-5 

RHRS 6.90E-5 6.88E-5 

ECWS 7.63E-5 7.63E-5 

AFWS 1.21E-4 7.24E-5 

DG 9.19E-5 1.13E-4 

주) 숫자는 노심손상빈도를 나타내고 괄호 안의 숫자는 기준 노심손상빈도(6.31E-5) 

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임. 

- 고리 1,2 호기 STVAOT 민감도 분석 (system leveD 

고리 1,2 호기 STVAOT 민감도 분석은 계통 신뢰도 분석 결과들로부터 계통 이용 

불능도 관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 관심 영역별로 수행되었다 . 

. 분석 1 : 고리 1호기 계통신뢰도 및 STVAOT 민감도 분석 

. 분석 2 : 고리 1호기 설계개선 후 계통 신뢰도 및 STVAOT 민감도 분석 

. 분석 3: 고리 2호기 계통신뢰도 및 STVAOT 민감도 분석 

고리 1호기 계통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1.1.4로 요약하였다. 고리 1호기의 계통신 

뢰도 분석결과를 고리 2, 3, 4 및 영광 1, 2 호기 계통신뢰도 분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 SIS는 Boric Acid Tank (BA T)와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RWST) 유로 

의 신뢰도가 나쁜 이유로 높은 이용불능도를 얻었고 SBO시 AFWS는 상대적으로 

큰 취약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취약점이 가지는 계통 이용불능 

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요 기기들의 STVAOT 효과는 적게 나타났 

다. 

η
 υ 



표 1.1.4 고리 1, 2, 3, 4/영광 1, 2 호기 계통신뢰도 분석결과 비교 

설계 개선 후 
계통 고리 1 호기 

고리 1 호기 
고리 2 호기 고리 3，4/영 광1 ，2 

SIS 1.08E-2 2.45E-3 2.18E-3 1.42E-3 

RHRS 9.58E-4 5.82E-3 8.74E-4 5.79E-4 

AFWS 1.74E-5 1.68E-5 1.15E-5 1.57E-5 

AFWS-LOP 6.86E-4 1.78E-4 1.79E-4 5.62E-4 

AFWS-SBO 1.24E-1 2.40E-3 2.34E-2 4.23E-2 

주) 숫자는 계통 이용불능도를 나타냄 

1.5 명가 기준 및 결파 

국내 원전 PWR 고리 1, 2, 3, 4 및 영광 1, 2 기술지침서의 STI/AOT를 PRA 방 

법론을 이용하여 발전소 전체의 노심손상빈도와 각 계통의 이용불능도로 평가되었 

다. 

STI/AOT 민감도 분석 시에 STνAOT 연장에 따르는 노심용융빈도가 늘어났다 .. 

이 때 어느 정도까지 노심손상빈도가 늘어나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분석 

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 노심손상빈도 5% 미만은 모두 연장 가능성 계통으로 채택 

- 노심손상빈도 5 - 20% 증가 경우 보류 

- 노심손상빈도 20% 이상 증가 배제 

고리 3, 4 및 영광 1, 2 호기의 Level-I PRA 분석결과 노심손상빈도는 6.3E-5/yr 

로 나타났으며 이중 소외전원상실 및 소형 LOCA로 인한 노심손상빈도가 3.4E-5/yr, 

1.7E-5/yr로 54%，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외전원상실 빈도는 일반신뢰도 자료보다 약 2배 높은 0.17/yr 정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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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 경우 소외전원상실로 인한 노심손상빈도는 약 2배 증가할 것이며 노심손 

상빈도 또한 1.0E-4!yr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AOT 민감도 분석결과， 각 계통의 AOT를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렸을 때 

AFWS , DG, ECWS 계통의 AOT를 증가시 키 면 노섬손상빈도가 92% , 46% , 21% 증 

가하여 그 민감도가 매우 크며， RHRS의 경우는 약 9%로 그 민감도는 중으로 나타 

났다. 그 외 CCWS , NSCWS , SIS 계통은 모두 늘려도 2% 미만으로 나타나 그 효과 

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RPS Bre밟er의 경우 AOT를 현행 6시간에서 24시간 

으로 늘려도 노심손상빈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TI 민감도 분석결과 DG는 효과가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ECWS , AFWS , 

RHRS의 STI를 현행 3달에서 6달로 늘렸을 경우 노심용융빈도가 약 21% , 15%, 9% 

증가하여 그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PS Bre밟er의 경우 STI를 현행 2 

달에서 6달로 늘리면 노심용융빈도가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CWS, 

NSCWS , SIS 계통의 STI를 6달로 늘려도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 

다. 

STI/AOT 민감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CCWS , NSCWS , SIS 계통의 STI를 

6달로， AOT를 7일로 모두 늘리고 RPS Bre밟er의 AOT를 24시간으로 늘려도 노섬 

손상빈도는 2% 미만 증가하므로 이들 사항은 현행 기술지침서보다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RHRS 계통의 STI를 6달로， AOT를 7일로 늘리는 것은 노심손상빈도가 

각각 9%정도 증가하였는데 이 사항들은 현행 운영기술지침서보다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보류로 평가하였다. AFWS의 AOT를 7일로， ECWS의 AOT를 7일， 

STI를 6달로， DG의 STI/AOT를 증가시키는 것은 노심손상빈도에 미치는 효과가 크 

므로 현행 운영기술지침서보다 완화하는 것은 발전소 안전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확인하였다. RPS 계통에 대해서는 현재 Trip Bre하{er 부분에 대해서만 STI/AOT 

민감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Trip Breaker의 AOT는 현행 6시간에서 24시 

간으로 늘려도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STI를 늘리면 상당한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 

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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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고리 3, 4 및 영광 1, 2 STI!AOT 변경 가능성 

계통 AOT STI 

CCWS 가능 가능 

NSCWS 가능 가능 

SIS 가능 가능 

RPS 가능 보류 

RHRS 보류 보류 

ECWS 불가 불가 

AFWS 불가 보류 

DG 불가 불가 
"-----~~-

주) (1) AOT 3일 • 7일， STI 3달 • 6달 

(2) AOT 6시간 • 장시간 , STI2달 • 6달 

(3) AOT 3일 • 7일， STI 1달 • 3달 

(4) RPS는 Trip Breaker에 대해서만 분석 

LeveI-I PRA 결과가 없는 고리 1, 2 호기에 대해서는 AFWS , RHRS, SIS , RPS 

계통에 대해 계통 고장수목 분석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보조계통은 각 트레 

인별로 하나의 모률로 취급하였다. 그 후 각 계통의 STI!AOT를 변화시키면서 계통 

이용불능도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STI!AOT 개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STI!AOT 

민감도 분석 시에 다음과 같은 계통 이용불능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 계통 이용불능도 1.0E-3이하， 10% 이내로 증가 시 연장 가능성 계통으로 채택 

- 2배 이상 증가 계통은 배제 

- AFWS은 전원계퉁이 정상일 때의 1.0E-4이하로 규정 

- 그 외에 해당 계통은 보류 

고리 1호기 계통 신뢰도 분석결과 AFWS , SIS , RHRS , RPS 계통의 이용불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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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1.7E-5, 1.lE-2, 9.6E-4, 2.5E-4로 나타났다. AFWS의 경우 전원계통에 이상 

이 없을 경우 계통신뢰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원상실사고가 발생하 

면 계통신뢰도가 1.2E-1로 극히 나쁘게 나타났다. SIS의 경우 계통 이용불능도가 

1.lE-2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안전주입 신호가 발생했을 때 BAT 방 

출밸브가 열리고 BAT 저-저수위가 도달하면 다시 RWST 방출밸브가 열리고， BAT 

방출밸브가 잠겨야 하는데 이들 밸브들 작동으로 인한 이용불능도가 상당히 크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들 계통 설계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서 기술지침서를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먼저 이들 계통의 설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고리 1호기 AFWS , SIS, RHRS에 대해 설계 개선을 하였다고 가정한 후 

STI/AOT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AFWS 계통은 전원상실 사고 시 이용불능도 

가 2.4E-4로서 개선 전보다는 4배 이상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에 대해 AOT를 7일로 늘릴 경우 전원계통의 정상시의 계통 이용불능도는 1.7E-5 

에서 2.7E-4로 늘어나 계통 개선 후라도 AOT를 늘리는 것은 계통 신뢰도를 극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TI를 3개월로 늘리는 것은 계통 이용불능도를 약 

5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보다 완화할 여지는 있으나 보류되어야 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SIS 계통의 경우 BAT 및 관련 유로 및 밸브로 인한 고장이 없다고 가정한 후 

계통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계통 이용불능도가 2.5E-3으로 약 4배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 대해AOT를 7일로 늘리면 계통 이용불능도는 약 44%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I를 3달로 늘리면 약 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S 

계통 설계 개선 후에는 STI를 3달로 늘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SIS 계통 신뢰도는 l.OE-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계통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RHRS 계통은 원자로 용기 주입 차단밸브 8809A!B의 고장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한 후 분석한 결과， 계통 신뢰도가 9.6E-4에서 5.8E-4로 좋아졌다. 이 경우에 대 

해 AOT , STI 모두 계통 이용불능도를 약 55%, 4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보 

류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WCAP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각 정지신호에 대해 

STI/AOT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RPS 신호계통의 STI/AOT를 늘리는 것은 

계퉁 이용불능도를 크게 증가시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리 2호기 계통 신뢰도 분석결과 AFWS , SIS, RHRS 계통의 이용불능도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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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E-5, 2.2E-3, 8.6E-4으로 나타났다. AFWS의 AOT를 7일로 증가시키면 계퉁 불이 
용도가 2.0E-4으로 16배 이상 크게 늘어났으며 STI를 3달로 증가시키면 1.9E-5으로 
약 60% 증가하였다. 계통 신뢰도변에서는 STI를 3달로 증가시켜도 1.0E-4 이하이나 
현재의 계통 신뢰도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여 이 사항은 결정하기 어렵다. SIS의 경우 
AOT를 7일로 늘리면 계통 이용불능도가 50% 증가하였으며， STI를 6달로 늘리면 
약 10% 증가하였다. SIS 계통의 STI를 6달로 늘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 
다. SIS 계통 자체의 신뢰도가 2.0E-3으로 좋은 편은 아니어서 설계 개선의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RHRS 계통의 경우 AOT를 7일로， STI를 6달로 늘리면 
계통 이용불능도가 8.74E-4에서 1.18E-3, 1.28E-3으로 35%, 47% 증가하였고 1E-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사항들은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결정은 보류하였다. 
고리 2호기 대한 RPS 계통에 대해서도 고리 1호기와 마찬가지로 수행하였고 원자로 
정지차단기의 AOT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STI를 늘리는 것은 계통 
이용불능도률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CAP의 결파로 미루어 볼 
때， RPS 신호계통의 STIIAOT를 증가시키는 것은 계통 이용불능도의 상당한 증가 
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표 1.1.6, 1.1.7, 1.1.8로 정리하여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표 1.1.6 고리 1 호기 STIIAOT 변경 가능성 (현행 설계 요건) 

계통 AOT STI 
AFWS 불가 불가 

SIS 불가 불가 

RHRS 불가 불가 

주) (1) AOT 3 일 • 7일， STI 1달 • 3달 

-18 -



표 1.1 .7 고리 1호기 STVAOT 변경 가능성 

계통 AOT STI 

AFWS 불가 보류 

SIS 보류 가능 

RHRS 보류 보류 

RPS 가능 보류 

주) (1) AOT 3일 • 7일시 , STI 1달 • 3달 또는 6달 

(2) AOT 6시 갇 • 24시 간， STI 2달 • 6달 

표 1.1.8 고리 2 호기 STVAOT 변경 가능성 

계통 AOT STI 

AFWS 불가 보류 

SIS 보류 가능 

RHRS 보류 보류 

RPS 가능 보류 

주) (1) AOT 3일 • 7일시， STI 1달 • 3달 또는 6달 

(2) AOT 3일 • 7일， STI 3달 • 6달 

(3) AOT 6시 간 • 24시 간， STI 2달 • 6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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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RA 계산 수행상의 문채정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은 NUREG-1024에서 언급한 PRA 방법에 기초하여 1990년 

KAERI에서 수행한 STVAOT 개선에 대한 국내 원전 중 웨스팅하우스 PWR인 고리 

1, 2, 3, 4호기， 영광 1, 2호기에 대해 PRA 방법을 이용하여 노심손상빈도(CDF)와 

계통 이용불능도를 척도로 민감도 분석방법과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본 검토 과정 

에서 기 적용된 PRA 방법상에서 많은 개선사항과 계통별로 고려되지 않은 중요 요 

소들을 발견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PRA 계산에서 사용한 

database상의 문제인데 적용한 국내원전의 고유 운전자료의 미비로 일반 신뢰도 자 

료를 사용하여 국내원전의 계통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발전소 계통은 유사계통 일 

지라도 고유의 운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장자료는 발전소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 

기도 한다. 발전소 계통에 대한 고유의 운전자료를 신뢰성을 가지고 이용할 정도의 

database를 구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으로는 기기들에 대한 고장원인을 

반영한 모델링은 최근 중요 인자를 중심으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RA분석 초기에 설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점검과 보수에 대한 모델링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통들에 대한 고장 분석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 인자들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적용 계통의 점검 및 보수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정하여 모든 계통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 결과에 계 

통들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미 

국올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반영되기도 하였다. 중요 문제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발전소에 대한 신뢰도 database는 없어 모두 일반 신뢰도 자료를 사용 

. 국내원전의 발전소 특유의 고장 이력은 고려되지 않고 설계만을 고려 

- AOT 민감도 분석시 AOT가 평균보수시간으로 가정하고 분석 

. 이 가정은 계통별로 잘 맞지 않는 경우 발생 

. 최근 STVAOT 상호작용Onteractio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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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전소 위험도에 중요 요소로 생각되는 점검 및 보수시 인적오류， 공통원 

인에 대한 기기 분석 단계 (component leveD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음 

. 인적오류와 공통원인고장 각각에 대해 분석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계통들의 특성들에 따라 기폰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모텔령에 적용 가능 

- 계통 민감도 분석시 자체에 대한 고려로 점검 및 보수시 다른 기기들과의 관련 

성 (configura디on) 이 검 토되 지 않옴 

. 적합한 기기들 상호간에 점검전략 체계 필요 

. 최근 배열제어 (configuration controD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 

긴
 



2. 국외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 평가 연구현황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들은 본 연구를 10여 년 전부터 수행 
하여 왔고 최근까지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개선된 방법 연구 
와 이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유럽국가들은 스웨멘 원전 TVO 1111(3)에서 수행한 허 
용정지시간 개선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기술지침서 개선 일부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을 이용한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 개선에 대한 활발한 
연구결과를 실제 운영중인 원전에 적용단계에 비교하면 미국에서 수행한 자료수집과 
이에 따른 초기적인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TVO IIII에서도 원전 계통 
전반에 걸쳐 수행되지 않고 몇몇 계통에 대한 허용정지시간 개선에 제한하여 연구진 
행 되었다. 프랑스， 독일， 동의 국가에서는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시 허용정지시간 변 
경에 따른 노심손상빈도의 기준값만 설정되어 있고 영국에서는 위험도 감지계통에 
대한 기준만 기술되어 있다. 주요국가별 본 연구와 관련한 연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미국의 연구현황(4)(5)(6)(7)(8)(9) 

NRC는 1984년 12월 기술지칭서 개선사업 (TSIP)을 시작하여 1985년 가을， 개선 
사업은 기술지침서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이 기준에 맞는 새로운 표준 

기술지침서를 작성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특정 계통에 대한 ST1IAOT 변경에 대한 
사업자의 요청시 Generic Letter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으며 
1992년 “점검요건에 대한 개선" NUREG-1366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전 전반적인 계 
통들에 대한 점검 및 보수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들과 권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한 기술지침서 점검요건들에 대한 위험도 및 신뢰도 방법 평가시 사용할 수 있는 방 
법들올 개발을 제안함으로써 정성적인 공학적 경험에 의거 결정된 점검주기 및 허용 
정지시간에 대한 확률론적 방법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NRC 지원 하에 Science 
Applications Intemational Corporation(SAIC)가 개 발한 방법 은 1) real time 
risk-based approach, 2) reliability goal-oriented approach , 3) data-oriented 
approach, 그리고 4) configuration controI-oriented approach 둥의 4가지이며 이중에 
서 1) real time risk-based approach가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 개선에 가장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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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PRA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기기 또는 계통의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 증 

가와 그에 따른 발전소 위험도 증가에 허용정지시간(AOT)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대기중(Standby)인 기기의 demand 고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STI는 AOT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여러 기기들의 기능저하로 인한 영향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PRA방 

법론의 적용에서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는 AOT 산출을 위한 위험도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이 기준은 발전소의 운전 허용범위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SAIC가 제 

시한 위험도 기준식은 다음과 같다. 

L1CCDP = L1CDF*AOT ~ B (1) 

L1 CCDP == 어떤 기기 또는 계통의 운전정지로 인한 노심손상확률의 

증가량 

L1 CDF 어떤 부품 또는 계통의 운전정지로 인한 노심손상빈도의 

증가량 

AOT 허용정지시간 

B 무차원 계수 

무차원수 B를 정하기 위해 NRC가 제안한 신뢰도 목표치 1.0E-4!year를 근거로 

하여 고장으로 인한 L1 CDF를 1.0E-3/year로， 허용정지시간을 4시간으로 가정하면 B 

== 5.0E-7이 산출되며 이 값을 위험도 기준으로 정하여 AOT를 결정하고 있다. 

PRA 방법으로서 사상수목과 고장수목을 하나로 결합한 통합수목(master logic 

tree) 방법을 개발하였고 NUREG-1150의 Surry결과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 

였다. 개발 제시된 평가 방법들을 기술하고 방법별 특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질시간 위험도 기준 방법 (real time risk-based approach) 

운전정지 여유도， 제어봉 반응시간， 중성자속， 출력분포 둥과 같이 결정론적인 방 

법으로 산출된 요건들도 있으나 전체 LCO 및 STI들의 약 1/3 정도는 확률론적 방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기술지침서에 실시간 위험도 기준 접근 방법은 발전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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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간에 인지한다는데 있다. 이 방법은 실시간에서 계산된 발전소의 순간 위험 

도에 발전소 배열 변화 효과를 바탕으로 한다. 발전소 위험도는 노심손상빈도， 누출 

빈도， 사고가능 및 잠재적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발전소 위험도 측정 동으 

로 나타낸다. 기술지침서의 실시간 위험도 기준 방법에서 다른 기기 또는 계통에 대 

한 허용정지시간은 발전소 위험도에 기기 또는 계통의 중요도와 발전소 고유 PRA의 

현행 배열( Configuration)을 근거로 현행 기술지침서처럽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실시간 

에서 계산하게 된다. 결국 기기에 대한 허용정지시간은 기기가 작동되지 않는 시간 

에서 다른 기기나 계통에 대한 이용불능도의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이 방 

법은 발전소 배열의 적절한 재할당으로 제한적인 허용정지시간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어떤 기기가 계획정비 또는 고장으로 기능이 정지되었다면， 이 기기에 대 

한 현행 기술지침서에서 계산된 허용정지시간은 다른 기기의 이용불능도 때문에 원 

칙적으로 매우 제한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한 허용정지시간은 이용 불가능한 하 

나 또는 그 이상의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해지고 수정된 발전소 배열이 허 

용정지시간 연장올 가능하게 되어 허용정지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위험도 기준에 의한 기술지침서 접근은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이 있는 

데 가장 발전적인 방법은 발전소 모든 기기의 이용도나 이용불능도와 조치에 대한 

발전소의 현재 상태는 실시간 배열 제어 계통(PCCS. A Real Time Plant 

Configuration ControI System)을 통해 운전원들에게 이용될 수 있고 기기 보수정지 

계획에 대한 보수원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점 검 시 험 (SurveiIIance Test), 예 방정 비 (Preventive Maintenance) 같은 일상적 인 

활동에서는 점검시험 또는 보수에 대한 기기의 예상된 이용불능도가 발전소 상태를 

기준으로 위험도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실시간 배열제어계통(PCCS)은 

발전소 보수원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점검시험 후 어떤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즉시 운전원에게 보고되 

고 운전원은 실시간 배열제어계기(PCCS)에 즉시 입력하고 새로운 배열에 대해 허용 

정지시간을 결정한다. 허용정지시간이 기기를 보수하는데 적정하다면 초기 허용시간 

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기기를 충분히 보수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허용정지시간으 

로 인해 발전소를 정지시켜야 한다면 운전원은 발전소 위험도 상태에 다른 기기들의 

운전가능성과 기기의 보수와 점검시험 상태， 다른 기기의 정지 상태 조건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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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작동 안된 기기들이 차례로 정상상태로 회복되면 실시간 

배열제어계통(PCCS)은 가장 늦게까지 작동 안된 기기들에 대해서는 더 긴 허용정지 

시간을 나타낸다. 

실시간 배열제어계통(PCCS)은 운전원에게 조치요건에 들어간 발전소 상태에서 

기기 정지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현재 정지중인 기 

기들의 목록 및 자료， 보수된 기기들의 발전소 상태에서 영향을 평가로 제한된 조치 

요건들로부터 선택 가능하게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실시간 배열제어계통(PCCS)에 

의해 수행된 모든 발전소 상태 계산은 다음과 같은 세부 요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 위험도 기준 요건(Risk- Based Criteria Requirement) 

- 위험도 모델 요건(Risk Model Requirement) 

- 소프트웨 어 요건(Software Requirement) 

- 기술지침서 항목 중 PRA에 포함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한 변경요건 

- 점검주기를 결정하고 다른 기기들의 신뢰성을 감지할 수 있는 

신뢰도 중심 점 검요건(Reliability-Centered Survei1lance requirement) 

이 방법 에서 어 떤 기 기 또는 train의 AOT와 STI를 정 하는 기준은 발전소 노섬 

손상빈도 또는 위험도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에 근거하며 따라서 발전소 고유의 PRA 

분석이 요구된다 이 방법의 주요 장점은 모든 허용정지시간(AOT) 및 점검주기 

(STI) 요건들은 분석된 기기， train, 또는 계통의 위험도 중요성 (risk- significance)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현행 기술지침서는 단일 기기 또는 계통의 이용불능도를 근거로 

허용정지시간(AOT) 및 점검주기 (STI)가 정해진 반면 기기 또는 계통이 조합된 경우 

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발전소 고유 PRA분석을 요구하는 단점이 있으나 이 방법 

은 개별 발전소 시험(IPE， lndividual Plant Examination)가 규제요건이 된 후에는 고 

유 PRA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기기 및 계통의 다중성， 다양성， 상호연관성 퉁이 정확 

하게 고려되며 중대사고나 2차 계통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지침서의 최적 

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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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기준요건 

위험도 기준 요건은 기본적으로 기기나 계통들간의 상호 관련된 이용도에 의해 

결정된 운전가능성을 정의한다. 현행 기술지침서의 허용정지시간은 다른 기기들에 

대한 다양한 조치요건들이 적용된 기기 또는 계통들의 공학적 중요성 판단은 정성적 

인 결정에 바탕으로 한다. 

실시간 위험도 기준 방법은 발전소 고유 PRA를 기준으로 한 기기 또는 계통들의 

실제적인 위험도 중요성(Risk Significance)으로 나타낸다. 이 방법의 허용정지시간과 

관련한 기기들의 이용불능도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 

L1R * T ~ A (2) 

L1R : 기기 이용불능도의 결과로 위험도 증가량 

T: 허용정지시간 

A: 모든 발전소에 적용된 무차원 계수. 

대기중인 기기들에 대해 현행 PRA에서 사용된 이용불능도 모텔은 실제 기동중이 

거나 개별 기기들의 대기중 기여도를 설명하는데는 부적절하다. 앞에서 언급한 두개 

의 기준 발전소를 포항한 대기중의 기기들에 대한 이용불능도는 대부분의 PRA에서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Qd= 융 ÀT 

Qa 기기 이용불능도 

À : 대기중 상태 (Standby mode)에서 시간당 고장률 

T: 점검주기와 같은 계속시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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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PRA에서 사용되는 위 식은 고장률이 대기중 상태 (Standby mode)에서 

계산되므로 대기중(Standby) 기기 이용불능도의 일부분을 함축하고 있다. 전체 대
기 

중 기기 이용불능도는 Standby stress 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기기의 기여도는 기기 

의 이용불능도의 Standby stress와 Demand stress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디젤 발전 

기에 대한 자료해석에서 시간에 독립적인 Demand stress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점 때문에 위 식은 점검주기 증가영향은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준다. 

기기 고장에 대한 Standby stress와 Demand stress의 기여도를 설명하기 위한 

현행PRA를 변형한 기기 이용불능도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qd= ( Àss * STI) + fα (4) 

Àss Standby stress에서 시간당 고장률 

STl : 점검주기 

f Ds Demand stress에 따른 대 기중 기 기 이용불능도 

fD, = 고장과 
관련한 Demand stress의 수 
전체 Demand 수 

이 계산식에서 점검주기는 각 기기의 적절한 특성을 근거로 결정
된다. 어떤 발전 

소의 고유 PRA는 그것의 평균조건에서 발전소를 모델링하기 위해
 설계된다. 초기인 

자들의 빈도에서 고유배열과 이 배열들의 영향은 평균조건들로 
요소화되고 명확한 

모델화는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원자로 보호계통 점검동안 
원자로 정지증가， 주 

증기 격리밸브 점검동안 증기관 및 터빈 트립의 증가 그리고 터
빈정지 및 제어밸브 

시험동안 터빈트립의 증가 둥은 발전소 PRA에서 분리된 정보로 나
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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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보형태는 발전소 모든 설비와 배치를 위한 정확한 실시간 위험도 기준 모 

델로 보증하는데 필요하게 될 것이다. 

- 소프트왜어 요건 

발전소 위험도 모텔과 조화된 소프트웨어는 실시간과 발전소 설비들의 가동중 정 

지， 재가동 가능시 위험도 변화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소프트웨어는 PRA에 

서 모텔화된 각각의 기기들의 상태에 대해 운전원이 입력 할 수 있어야 하고 발전소 

현재상태의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는 어떤 사고 결 

과의 PRA 해석에서 필요한 현행의 모든 제한된 요건이 제외됨이 없이 발전소 노섬 

손상 및 위험도를 재계산 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도 모텔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기술과 크기에서 기폰 PRA의 가정과 유사 

하게 되어 있으며， 사상수목과 고장수목은 하나의 통합된 논리 (Master Logic)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소프트웨어는 제어실에서 위험도 모델만 계산할 수 있도록 100% 전담될 수 있어 

야하고 보수 계획과 모델개선을 위해 사용중지가 가능해야 하고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다음 그림 1.2.1처럼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서는 화면 표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업력 자 

료를 수용하며， 안전과 보호 기능을 가진다. 

2. 자료 관리 요소는 원하는 출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정량화 

단계에 입력 자료를 보낸다. 또한 적절한 상태와 사용자 요구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텔 정량화 단계에서의 출력 결과를 사용하며 화변 표시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계에 정보를 제공한다. 

3. 모텔 정량화 요소에서는 위험도 기준 기술 지침서의 관점에서 발전소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발전소 배열 변화에 바탕으로 한 발전소 모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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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ANCE RANKING 

모델 정량화 

INST ALL/CLEAR T AGS 

PROPOSALS 

OUT-OF-SERVICE 

COMPONENTS 

(MODEL QUANTIFICATION 

그림 1.2.1 Overview of Major Software Elements and Files 

구해 낸다. 이는 사용불가 기기들의 목록을 받아들이고 사용불가 기기들을 반 

영하기 위해 모텔을 재배열하며， 그리고 모델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저장함으 

로써 (Cut sets, 확률， 그리고 중요도 순위의 형태로) 가능하게 된다. 

- PRA에 포함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한 변경요건 

발전소 기술지침서 항목 중에서 허용정지시간과 점검주기 요건의 1/3은 PRA로 

해석될 수 있다. 나머지 항목 중 정지여유도， 제어봉 응답시간， 온도， 압력， 중성자속 

및 출력분포 제한치 같은 항목의 허용정지시간과 점검주기요건은 PRA로 해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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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런 항목에 대한 변경요건 설정은 PRA가 아닌 적절한 다른 위험도 평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PRA에 포함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한 변경요건 설정은 위험 
도， 신뢰도 개념， 그리고 공학적 판단을 근거로 점검주기 요건과 허용정지시간 요건 
으로 나누어 해석된다. 

(1) PRA에 포함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한 점검주기 변경 

PRA에 포함되지 않는 기기들의 점검주기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6개의 기준은 
설정된다. 그중 가장 중요한 4개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은 직접적인 위험도 영향이다. 이 기준은 발전소 위험도에 기기들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소 위험도에 기기들의 중요성， 발전소 
기기들의 설계시 많은 다중성 단계(Redundancy leveD , 그리고 주어진 기기들의 고장 
시 그 기능의 회복 가능성올 포함하고 순서화 한다. 

두 번째 기준은 간접적인 위험도 영향이다. 이 기준은 기기들의 점검시험으로 인 
해 기기들에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고유 기기 
의 안전성과 거리가 먼 시험은 조정하고 기기시험 중 발전소 정지 또는 다른 기기들 

의 기능저하 영향 동을 고려한다. 

세 번째 기준은 신뢰도 기준이다. 이 기준은 기기들을 대기중 상태， 정상운전 상 
태 또는 순환하는 기기들로 차별화하고 기기 고장의 주된 원인을 결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 기준을 근거로 기기가 정상운전상태에 있거나 순환중이다라고 결정 
되면 점검시험은 권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중일 때도 계속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다 
면 점검시험은 권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중에서 기기 고장의 주된 원인이 Demand 
stress 이거나 마모에 의한 것이라면 점검시험을 권고한다. 

네 번째 기준은 점검시험을 받는 발전소 운전원들의 부담감 여부이다. 이 기준은 

다른 점검시험 수행과 관련된 노력단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소 위 
험도에 기기들의 중요성과 조화롤 이루어 발전소 위험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매 

우 노동집약적인 점검시험을 이 기준을 근거로 조정할 수 었다. 제한된 보수인력과 
위험도에 가장 중요한 기기들의 점검시험시 인력의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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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A에 포함되지 않는 기기들에 대한 허용정지시간 변정 

출력운전동안 PRA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반응도 제어요건， 출력분포제 

한치에서 노심 거동인자， 그리고 원자로 냉각계통에서 역학적이고 화학적인 운전제 

한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자들에 대한 현행 기술지침서의 허용정지시간은 설비 다 

중성인 것을 제외하고는 짧다. PRA로 해석되지 않는 허용정지시간은 일반적으로 

정지형태에만 적용한다. 이런 허용정지시간은 원자로 정지상태 또는 재장전 상태 동 

안 기본적인 안전기능의 이용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술지침서의 특별시험항목과 

면제항목은 각 항목에 대해 일회적용 또는 보편적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기술지침서 요건에 대해 정형화된 위험도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지라도 계산을 위한 운전제한조건과 조치들의 명백한 부분으로 적절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조치사항의 대부분은 다음 세 가지 분류중 하나에 따른다. 

- 발전소 정상운전조건에 포함된 기본적인 요소인 온도， 압력， 반웅도 

- 출력운전동안 기본적인 운전설비인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 

루우프，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관련된 설비 

- 정지 또는 재장전 동안 안전성과 관련된 설비인 배기 계통 

다음은 PRA에 포함되지 않는 계통에 대한 기술지침서 항목올 예제로 들어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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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얘채 1. 위치 표시 계통(Position Indication Systems) - 운전채한조건 
3.3.3.2 제어봉 위치 디지털 표시 계통과 요구 위치 지시 계통은 작동 가능해야 하고， 
::t 12 스랩 이내로 제어봉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가능 모드: 1, 2. 

조치: 

a. 뱅크 당 작동 불가능한 제어봉 위치 디지털 표시 계통이 최대 하나 있을 경우 
다음 두 조치 중의 하나: 

1. 위치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의 제어봉의 경우 적어도 8시칸에 한 번씩은 노 
내(incore) 계측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그 위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렇 
게 위치 표시가 불가능한 제어봉에 대해， 가장 최근에 제어봉의 위치를 결 
정한 후 한 방향으로 24 스랩을 초과하여 제어봉을 이동시켰다면 즉시 제어 
봉의 위치를 결정한다. 

2.8시간 이내에 정격 열출력의 50% 이하로 열출력을 감소시킨다. 
b. 뱅크 당 작동 불가능한 요구 위치 지시 계통이 최대 하나 있을 경우 다음 두 
조치 중의 하나: 

1. 영향을 받은 뱅크에 대한 모든 제어봉 위치 디지럴 표시기들이 작동 가능한 
지 그리고 뱅크에서 가장 많이 인출된 제어봉과 가장 적게 인출된 제어봉은 

서로 12 스템 사이에 있는지를 적어도 8시간에 한 번씩 확인한다. 
2.8시간 이내에 정격 열출력의 50% 이하로 열출력을 감소시킨다. 

LCO는 기기의 작동 가능성을 다룬다. LCO의 목적은 출력 분포와 관련된 노심 

제한치를 제어하는 데 중요한 제어봉 배치와 제어봉 삽입 한계가 적절한지를 확인하 
기 위한 것이다. 이 조건은 제어봉의 배치를 부적절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국부적 
인 핵연료 온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조건 그 자체는 운전중인 노심에 손상을 주 

는 지점을 생성시킬 것 같지 않지만 트립에 뒤따르는 냉각 능력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노심 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어봉 위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에 
여러 번 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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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는 단순히 제어봉 위치를 확인하고， 8시간 이내에 출력을 50% 이하 

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제어봉 위치 확인은 명백히 해결되지만 대부분의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출력 감소와 그 시각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조치는 인적 오류 

의 발생 가능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 경우에 

는 그 위험도는 운전 정지 (Shutdown)와는 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이 조치는 그 상황 

의 위험도에 상응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제어봉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의 확률 계산 영역으로써 가능한 유일한 미래 평가 영역과도 상응한다. 

8시간 AOT와 50% 출력 감소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큰 

경우에는 AOT를 짧게 하거나 출력을 낮은 출력으로의 감소가 적적할 수도 있다. 

, ‘ 
J 

? 3 



- 예제 2. 발전소 운전 LCO에 대한 방사선 감시 계통 

3.3.3.1 발전소 운전에 대한 방사선 감시 계측 채널은 경보/트립 설정치에 맞게 

특정 제한치 내에서 운전 가능해야 한다. 

조치: 

a. 발전소 운전에 대한 방사선 감시 채널 경보/트립 설정치가 표 3.3-6에 주어 

진 값을 초과한다면 4시간 이내에 그 제한치 이내로 설정치를 조정하거나 

그 채널은 작동 불능이라 판정한다. 

b. 발전소 운전을 위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방사선 감시 채널이 작동 불능이 

라면， 표 3.3-6에 주어진 조치를 취한다. 

표 3.3-6에서 인용한 예: 

기능단위 트립/경보에 
최소 

운전 가능 적용가능 설정치 
(Functional Unit) 대한 채널 

채널 모E 

격납용기 대기 
1 2 모두 드 [2] mR/h 

」τI l:lJ-샤 l 」。

조치 - 최소 동작 요구 채널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격납용기 배기(Purge)와 배기 

(Exhaust) 밸브를 폐쇄한 채로 보수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다. 

LCO는 장비 운전 가능성을 취급한다. 격납용기 내의 방사선을 감시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계기는 고방사선 사건의 경우 격납용기를 고립시 

키도록 요구된다. 증가된 방사선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에서 넓은 영역의 중대 사고를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정 PRA 초기 사건에 의해 

영향받지는 않으나， 하나의 사건(가령， LOCA)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는 있다. 

이러한 계기들이 경보를 작동하게 하는 거의 모든 조건들은 제어실 내의 다른 경보 

기와/또는 지시기들을 작동하게 한다. 

조치사항은 격납용기 배기 동작을 통해 환경으로의 최소 배출량을 구하지만， 다 

른 센서들의 이용도는 관계하지 않는다. 조치 진술 요건에 의해 위험도의 증가는 없 

으며， 아주 약간의 부담만 가해질 뿐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전체 배치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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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다. 격납용기 방사능 센서의 이용도에 대해 증가된 요구 사항을 포함시키 

는 것은 적절하다. 

이 절의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발전소 PRA에 포함되지 않는 STIs와 AOTs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도와 신뢰도에 관계된 접근 방법이 있다는 것이 명 

백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STIs와 AOTs를 결정하기 위한 최선의 접근 방법은 이러 

한 방법들을， 각 항목에 대한 발전소 특수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고려했는지를 확실 

히 하기 위해， 발전소 특수 상황에 기반한 공학적 판단과 결합시키는 것이다. 

PRA로 해석될 수 없고 미국의 표준기술지침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운전제 

한조건 항목수는 다음과 같다. 

반웅도 제어계통 11 

출력 분포 제한쳐 5 

계측기 

- 원자로 냉각재 계통 8 

- 비상노심 냉각계통 

- 격납용기 6 

- 발전소 계통 5 

- 전력계통 6 

- 재장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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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ι 

3.1 

3.1.1.1 

3.1.1.2 

3.1.1.3 

3.1.1.4 

3.1 .2.1 

3.1.2.2 

3.1.2.3 

3.1.2.4 

3.1.2.5 

3.1.2.6 

3.1.3.1 

3.1.3.2 

3.1 .3.3 

3.1.3.4 

3.1.3.5 

3.1.3.6 

3.2 

3.2.1 

3.2.2 

표 1.2.1 고리 3/4, 영광 1/2호기 PSA 적용가능 항목， 

NUREG-1431과 재배치 항목비교 

PSA 적용 여부 NUREG-1431 

REACTIVITY CONTROL SYSTEMS 

Shutdown Margin - Tave 는 200 deg. F 

Shutdown Margin - Tave 드200 deg. F 

Moderator Temperature Coefficient 

Minimum Temperature for Criticality 

Flow Paths - Shutdown 

Flow Paths - Operating 

Charging Pumps - Shutdown 

Charging Pumps - Operating 

Borated Water Sources - Shutdown 

Borated Water Sources - Operating 

Movable Control Assemblies - Group Height 

Position Indication System - Operating 

Position Indication System - Shutdown 

Rod Drop Time 

Shutdown Rod Insertion Limit 

Control Rod Insertion Limits 

POWER DISTRIBUTION LlMITS 

Axial Flux Difference 

Heat Flux Hot Channe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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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3.1.1/3.1.3 

3.1.2 

3.1.4 

3.4.2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3.1 .5 

3.1 .8 

Relocated 

3.5.3 

3.1 .6 

3.1 .7 

3.2.3A 

3.2.1B 



Lιι 

3.2.3 

3.2.4 

3.2.5 

표 1.2.1 고리 3/4, 영광 1/2호기 PSA 적용가능 항목， 

NUREG-1431과 재배치 항목비교 (계속) 

RCS Flow Rate and Nuclear Enthalpy Rise 

Hot Channel Factor 

Quadrant Power Tilt Ratio 

DNB Parameters 

3.3 INSTRUMENTATION 

3.3.1 

3.3.2 

3.3.3.1 

3.3.3.2 

3.3.3.3 

3.3.3.4 

3.3.3.5 

3.3.3.6 

3.3.3.7 

3.3.3.8 

3.3.3.9 

3.3.3.10 

Reactor Trip system Instrumentation 0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0 

Instrumentation 

Radiation Monitoring Instrumentation 

Movable Incore Detectors 

Seismic Instrumentation 

Meteorological Instrumentation 

Remote Shutdown Instrumentation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Chlorine Detection Systems 

Fire Detection Instrumentation 

Loose-Part Detection Instrumentation 

PSA 적용 여부 NUREG-1431 

× 3.2.2 

× 

× 

3.2.4 

3.4.1 

3.3.1 

3.3.2 

o 3.3.6/3.3.7/3.3.8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3.3.4 

3.3.3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adioactive Liquid Efflu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3.3.3.11 Radioactive Gaseous Efflu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 Relocated 

3.3.4 Turbine Overspeed Protection Relocated 

「/ ? j 



표 1.2.1 고리 3/4, 영 광 1/2호기 PSA 적 용가능 항목， 

NUREG-1431과 재배치 항목비교 (계속) 

Lι~ ESA 적용 여부 NUREG-1431 

3.4 REACTOR COOLANT SYSTEM 

3.4.1.1 RCS Startup and Power Operation × 3.4.4 

3.4.1.2 RCS Hot Standby × 3.4.5 

3.4.1.3 RCS Hot Shutdown × 3.4.6 

3.4.1.4.1 RCS Cold Shutdown - Loops Filled × 3.4.7 

3.4.1.4.2 RCS Cold Shutdown - Loops Not Filled × 3.4.8 

3.4.2.1 RCS Safety Valves - Shutdown × Relocated 

3.4.2.2 RCS Safety Valves - Operating × 3.4.10 

3.4.3 Pressurizer O 3.4.9 

3.4.4 Relief Valves O 3.4.11 

3.4.5 Steam Generators O Relocated 

3.4.6.1 Le하‘age Detection System O 3.4.15 

3.4.6.2 Operational Leakage × 3.4.13/3.4.14 

/3 .4.17 

3.4.7 Chemistry × Relocated 

3.4.8 Specific Activity × 3.4.16 

3.4.9.1 Pressure/Temperature Limits - RCS × 3.4.2 

3.4.9.2 Pressure/Temperature Limits - Pressurizer × Relocated 

3.4.9.3 Overpressure Protection Systems O 3.4.12 

3.4.10 RCS Sσuctural Integrity × Re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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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고리 3/4, 영광 1/2호기 PSA 적용가능 항목， 

NUREG-1431과 재배치 항목비교 (계속) 

Lι~ ESA 적용 여부 NUREG-1431 

3.5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S 

3.5.1 Accumulators O 3.5.1 

3.5.2 ECCS Subsystems, Tavg _ 350 deg F O 3.5.2 

3.5.3 ECCS Subsystems, Tavg _ 350 deg F O 3.5.3 

3.5.4.1 Boron Injection Tank × 3.5.6 

3.5.4.2 Heat Tracing × Relocated 

3.5.5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 3.5.4 

3.6 CONT AINMENT SYSTEMS 

3.6.1 .1 Containment Integrity O 3.6.1 

3.6.1.2 Containment Leakage × Relocated 

3.6.1.3 Containment Air Locks × 3.6.2 

3.6.1.5 Internal Pressure × 3.6.4A 

3.6.1.6 Air Temperature × 3.6.5A 

3.6.1.7 Containment Structural Integrity × Relocated 

3.6.1.8 Containment Ventilation System O 3.6.3 

3.6.2.1 Containment Spray System O 3.6.6A 

3.6.2.2 Spray Additive System (Optional) O 3.6.7 

3.6.2.3 Containment Cooling System (OptionaI) O 3.6.6A 

3.6.3 Containment Isolation Valves O 3.6.3 
/ 

3.6.4.1 Hydrogen Monitors O 3.6.8 

3.6.4.2 Containment Hydrogen Recombiner System A 3.6.8 

- 39-



LCO 

3.7 

3.7.1.1 

3.7.1.2 

3.7.1.3 

3.7.1.4 

3.7.1.5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7.10.1 

3.7.10.2 

3.7.10.3 

3.7.11 

3.7.12 

3.7.14 

표 1.2.1 고리 3/4, 영 광 1/2호기 PSA 적 용가능 항목， 

NUREG-1431과 재배치 항목비교 (계속) 

PSA 적욕 여부 NUREG-1431 

PLANT SYSTEM 

Turbine Cycle Safety Valves O 3.7.1 

Auxiliary Feedwater System O 3.7.5 

Condensate Storage Tank × 3.7.6 

Activity × 3.7.18 

Main Steam Line Isolation Valves O 3.7.2 

Steam Generator Pressure/Temperature × Relocated 

Limitation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O 3.7.7 

Service Water System O 3.7.8 

Ultimate Heat Sink (Optional) × 3.7.9 

Control Room Emergency Air Cleanup × 3.3.7/3.7.10 

System /3.7.11 

ECCS Pump Room Emergency Air Cleanup X 3.7.12 

System 

Snubbers A Relocated 

Sealed Source Contamination × Relocated 

Fire Protection Water System A Relocated 

Spray anψOr Springcooler System A Relocated 

Fire Hose Stations × Relocated 

Seismic Category 1 Fire Water System A Relocated 

Fire Rated Assemblies × Relocated 

Safety-Related Instrument Air System × Re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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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고리 3/4, 영광 1/2호기 PSA 적용가능 항목， 

NUREG-1431과 재배치 항목비교 (계속) 

Lι~ ESA 적용 여부 NUREG-1431 

3.8 ELECTRICAL POWER SYSTEMS 

3.8.1.1 A.C. Source - Operating × 3.8.1/3.8.3 

3.8.1.2 A.C. Source - Shutdown × 3.8.2/3.8.3 

3.8.2.1 D.C. Source - Operating × 3.8.4/3.8.6 

3.8.2.2 D.C. Source - Shutdown × 3.8.5/3.8.6 

3.8.3.1 Onsite Power Distribution - Operating × 3.8.9/3.8.7 

3.8.3.2 Onsite Power Distribution - Shutdown × 3.8.10/3.8.8 

3.8.4.1 Containment Penetration Conductor O Relocated 

Overcurrent Protective Devices 

3.8.4.2 Motor-Operated Valves Thermal Overload × Relocated 

Protection and Bypass Devices 

3.9 REFUELING OPERA TIONS 

3.9.1 Boron Concentration × 3.9.1 

3.9.2 Instrumentation × 3.9.3 

3.9.3 Decay Time × Relocated 

3.9.4 Containment Building Penetrations × 3.9.4 

3.9.5 Communications × Relocated 

3.9.6 Refueling Machine Operability × Relocated 

3.9.7 Crane Travel - Spent Fuel Storage Pool × Relocated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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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고리 3/4, 영 광 1/2호기 PSA 적 용가능 항목， 

NUREG-1431과 재배치 항목비교 (계속) 

Lιι PSA 적용 여부 NUREG-1431 

3.9.8.1 

3.9.8.2 

3.9.9 

3.9.10 

3.9.11 

3.9.12 

Residual Heat Removal and Coolant 

Circulation - High Water Level 

Residual Heat Removal and Coolant 

Circulation - Low Water Level 

Containment Purge and Exhaust Isolation 

System 

Water Level - Reactor Vessel 

Water Level - Reactor Pool 

Fuel Building Emergency Exhaust System 

3.10 SPECIAL TEST EXCEPTIONS 

3.10.1 Shutdown Margin 

3.10.2 Group Height, Insertion, And Power 

Distribution Limits 

3.10.3 Physics Tests 

3.10.4 Reactor Coolant Loops 

3.10.5 Position Indication System-Shutdown 

3.11 RADIOACTIVE EFFLUENTS 

3.11.1.1 Liquid Effluents Concentration 

-42-

× 3.9.5 

× 3.9.6 

× .3.6/3.9 .4 

× 3.9.7 

× 3.7.15 

× 3.3.8/3.7.13 

× 3.1.11 

× 3.1 .9 

× 3.1.10 

× 3.4.19 

× Relocated 

× Relocated 



표 1.2.1 고리 3/4, 영광 1/2호기 PSA 적용가능 항목， 

NUREG-1431과 재 배 치 항목비 교 (계 속) 

Lι~ ESA 적용 여부 NUREG-1431 

3.11.1.2 Dose × 

3.11.1.3 Liquid Radwaste Treatment System × 

3.11.1.4 Liquid Holdup Tanks × 

3.11.2.1 Dose Rate × 

3.11.2.2 Dose - Noble Gases × 

3.11.2.3 Dose 1-131, 1-133, Tritium and Radioactive Material 

In Particulate Form × 

3.11.2.4 Gaseous Radwaste Treatment × 

3.11.2.5 Explosive Gas Mixture × 

3.11.3 Solid Radioactive Waste × 

3.12 RADIOLOGICAL ENVIRONMENT AL MONITORING 

3.12.1 

3.12.2 

Monitoring Program 

Land Use Cens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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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Relocated 



국내원전 고리 3, 4 및 영광 1, 2호기의 현행 기술지침서 항목 중 PRA 방법으로 

평가 가능한 적용 기기 및 계통들에 대한 항목별로 나타내면 표 1.2.1과 같다. 그리 

고 미국의 기술지침서 (NUREG-1431)와 비교하여 재배치 항목을 나타냈다.0는 

PRA 방법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을 나타내고， 6는 평가에 대한 확인이 안된 경우 

를 나타낸다 x 는 PRA 방법으로 평가 불가능하고 위의 예제처럼 발전소 특수 상황 

에 기반한 공학적 판단으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들을 나타낸다. 

- 신뢰도 중심 점검<Reliability-Centered Surveillance) 

다른 기기들에 대한 점검주기 셜정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접근은 각 기기들의 타당 

한 신뢰도 특성들과 운전형태에 의한다. 이것은 신뢰도 중심 보수(RCM， 

Reliability-centered Maintenance)개념과 가장 관련된 신뢰도 중심 점검개념이다. 이 

접근에서 기기들을 대기상태 계속운전중인 상태에 대한 그들의 운전형태에 의해 일 

차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각 기기들에 대한 정비 및 보수기록을 검토하여 고장원인별 

(standby stress 또는 demand stress) , 부분고장)와 고장정도별(완전고장 또는 부분 

고장)로 교차 분류한다. 기기들의 운전형태와 가장 지배적인 고장원인과 정도에 따라 

최적점검주기는 결정된다. 최적점검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신뢰도 중심 기기 점검에 

서 실제 위험도 모텔에서 사용된 자료는 실제 발전소 운전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술지침서에 실시간 위험도 기준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발전소 위험도 모 

델은 주기적으로 위험도 모렐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들의 신뢰도 특성의 

주된 변화를 고려하여 최신화되어 있어야 한다. 

- 발전소 운전 자료(Operational Ðata) 분석 

실시간 위험도 기준 방법의 특정 중의 하나는 어떠한 발전소 배열 상태에서도 기 

기들의 운전에 따른 노심 손상 빈도를 실시칸 내에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적으로는， 언제 기기를 작동 중지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때 운전자는 발생한 배열 

변화를 기술 지침 위험도 모텔에 입력하도록 프로그램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 배 

열 변화의 적합성에 관한 정보를 수분 내에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실시간 계산능력에 대한 필요성은 반(半)실시간(Semi-real time) 계산능력 

에는 반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 반 실시간 접근 방법은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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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법으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발전소 운전 위험도에 

미치는 배열 변화의 영향을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 

다. 그러므로 반실시간 접근 방법은 반응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래서 미리 설정된 

기기 집합들에 대한 위험도 기준 허용정지시간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위험도 모델의 특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계 

획되어 있지 않던， 혹은 예측하지 못한， 기기 정지 조합에 의한 발전소 정지에 미치 

는 잠재적 위험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정된 기술 지침서의 허용정지시 

간은 기기 정지 조합의 설정된 수에 제한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단일 기기 정지， 그 

리고 여러 기기들의 중복 정지들을 기술 지침서에 규정，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모든 조합들을 포함할 수는 없고， 특히 두 개 이상 기기의 정지는 발견하기가 어렵 

다. 

실시간 계산능력을 고려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운전원이 복구 경로를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위험도 기준 기술 지침서에서는 운전제한조건을 감 

쇄시키기 위한 복구조치를 규정하고 었지 않으며， 대신에 운전원이 발전소의 실시간 

위험도 모델 정보에 근거해서 더 나은 조치과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도 기준 기술 지침서의 실시간 계산 능력에 대한 필요성에 반해 제기 되었던 

주요 기술적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 

. 위험도 변에서 중요한 두 개 이상의 기기 정지 조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입력이 있다면 기술 지침서에서 규정된 집합이 모든 

중요한 정지 조합들을 나타낼 수 있다. 

위험도 기준 기술 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운전경험에 대 

한 고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만일 실시간 위험도 기준 모텔에 대한 정당화를 할 

수 있다면， 그 모텔을 결정하기 위해 운전 중 발생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 

를 위해 두 가지의 독립적인 방법을 따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접근 방법에 의해， 위 

험도 기준 기술지침 작업군에 참가하고 있는 세 유틸리티 멤버들이 6달 동안 기기 

정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각각의 발전소 고유 PRA를 사용하여 기기 정지(단일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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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정지)에 기인하는 노심 손상 빈도 증가량을 계산해 내었다. 이를 통해 이 작업 

의 참조 발전소들에서 발생하는 정지 수와 정지 조합 양식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실 

질적인 정보를 얻어내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ASP(Accident Sequence Precursor) Study의 부분으로 규정 

된， 위험도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시험， 보수 

점검， 혹은 변경된 배열 상황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기기 이용불능도에 기인한 위험 

도 중요 사건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 기기 정지 관련 사건 

들과 실시간 위험도 모델의 사용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조건에 기인하는， 원자로 

트립을 유발하는 사건들에 대해 특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ASP 연구 결과를 

정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사건 자료원인 기술지침영향 연구를 사용하였다. 

이 두 번째 연구는 ASP 연구의 선별 기준을 통과하지는 못하지만 기기 정비 조합을 

포함하는 사건들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 Utility Data Collection Effort 

실시간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운전 자료를 모으는 체계를 제공하고， 발전소 노심 손상 

빈도 변화를 구하기 위해 실시간 혹은 준(뼈)실시간 계통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기 정지 조합을 규정하고자 한다. 

안전에 중요한 모든 가능한 발전소 배열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 지침서 요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존재하고 이 필요성 때문에 실시간 계통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규정된 허용정지시간은 제한된 수의 발전소 배열에 대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므 

로， 예측하지 못했던 발전소 배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신속히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은 발전소 운전시의 안전도 수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실시간 체계를 이용 

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예측하지 못 했던 발전소 배열의 수와 그 중요성에 달려 

있다. 

운전원들은 정상 출력 운전 동안 기기 정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대개 관 

심이 있는 자료들은 두 가지 형태이다. 첫 번째 형태는 발전소 배열 변화에 관한 것 

으로써 다시 말하면， 한 기기가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고 어떤 다른 장비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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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불능인 그 시각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기술
지침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성 때문에 회피되는 발전소 배열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즉 기술지침 제한 

조건에 입각해서 회피되는 발전소 배열이 발전소 운전 위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주시한다. 

(2) 사고 유발 사건의 고찰(Review of Accident Precursor Events) 

ASP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중대 노심 손상 사고 유발 사건을 규정하고 범주화하 

는데서 시작했다. 그리고 LERs(Licensee Event Reports)에 기술된 사건들을 검사하 

고， 부적절한 노심 냉각을 발생시키는 일련의 과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사건들을 선 

택해서， 이들에 대해 부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건들
은 아래 특성들 중 

적어도 하나의 특성을 가진다. 

。 급수 상실， 소외 전원 상실， Small Break LOCA, 또는 증기관 파열을 완화시 

키기 위해 요구되는 계통들 중， 적어도 한 계통의 손실과 관련 있
다. 

。 위의 초기사건들 중 하나를 완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계통들
 중， 적어도 한 

계통의 기능 저하와 관련 있다. 

。 위에서 규정한 초기사건들 중 하나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건들 각각에 대해 노심 손상 조건부 확률(노심 손상을
 일으키는 부가적 

인 기기 실패 조합과 관련된 확률)을 구한다. 이 조건부 확률은 
각 사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기기 시험이나 보수 조치가 사건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올 규정하 

고， 이를 고찰하기 위해 지배적인 ASP 사건들(노심 손상 조건부 확률이 1.0E-6보다 

큰 사건들)을 선택하게 된다. 비록 그러한 조치들 동안에 발생 가
능한 인적 오류도 

역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이나 보수 때문에 정상 작동이 불가
능해짐으로써 발 

생하는 기기들의 불이용도는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대상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실시간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
의 필요성을 명백 

히 보여주지는 않으나 이 접근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러
한 결론은，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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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에 의해 발전소 수명 동안 계획되지 않은 수 일 동안의 정지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 체계는 

허용정지시간과 점검주기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위험도에 기반한 조언을 제공하고 

발전소 운전원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참고 도구로서 안전성과 이용도를 모두 증가 

시킬 수 있어야 한다. 

ASP 연구와 기술 지침서 영향 연구에 의해 얻은 정보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었다. 다중 기기 정지나 단일 기기 정지 그리고 트립과 연관된 시험이나 보수 조 

치들에서 하게 되는 사건들을 규정하였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 

분은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합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위험도 측면에서 잠재적인 중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 

다. 

이 자료 수집 작업의 직접적인 이점은 위험도 기준 프로그램을 확립할 수 었다는 

것이다. 주기적인 운전의 기준에서 보면 발전소 조치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들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들은 발전소 운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세 

개의 유틸리티 맹버들에 의해 고찰된 조치들은 위험도 그리고 점검과 보수 정지에 

기인한 발전소 불이용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접근방법들을 의미한다. 

(나) 신뢰도 목표 방법 (Reliability goal-oriented approach) 

이 방법에서 어떤 기기 또는 tr킹n의 허용정지시간(AOT)과 점검주기(STn를 정 

하는 기준은 발전소 고유 PRA 모텔 대신 단순히 일반적인 노심손상 또는 위험도 모 

텔과 계퉁 이용불능도 목표를 근거로 하며 정해진 각 계통별 일반적인 신뢰도 목표 

와 상세한 고장수목을 사용하여 각 계통별 AOT를 산정하게 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상세한 발전소 고유 확률론적 평가 없이 특정 기 

기들에 대한 신뢰도만으로 허용정지시간(AOT)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일반 노섬손상모텔， 단일 기기 또는 다중 기기의 정지시 계통의 이용불능도， 그리고 

계통 이용불능도 목표를 근거로 상호 관련된 예상 노심손상빈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소 고유의 확률론적 평가 없이 즉 노심손상빈도 변화량 없이 실시간 위험도 기 

준 방법의 기준을 사용하여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허용정지시간은 실시간 위험도 기준방법과 실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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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각 계통들에 대한 신뢰도 목표값에서 발전소 위험도 또는 노심손상 변화량에 

대한 정보 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용정지시간을 계산한 결과를 실시간 위험도 

기준 방법에 의한 계산 결과와 상세한 비교에서 두 방법간에 많은 모순점을 보여 주 

었다. 주된 이유로는 실시간 위험도 방법은 실제적인 발전소 모델을 근거로 하고 신 

뢰도 목표에 의한 방법은 모형 발전소 모델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 

뢰도 목표 방법은 발전소 고유 경계， 보조계통 설계， 그리고 발전소 노심손상빈도 또 

는 위험도에 어떤 계통의 중요성에 주된 영향을 주는 상호 관련 정도를 설명할 수 

없는 결점을 갖고 있다. 

(다) 자료 기 초 방법 (Data -oriented approach) 

이 방법은 기술지침서에서 기기들의 요구시험주기(demand test intervaD에만 적 

용되며 사고나 과도상태 조건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대기중(Standby)인 기기에 대한 

손상원인의 차이를 근거로 한다. 이런 예로 밸브의 개폐， 펌프 또는 디젤 발전기의 

기동과 적절한 시간에서 정상 가동 여부 둥이 있다. 보수， 정비 및 관리기록을 포함 

한 모든 운전자료를 분석하여 고장원인별(standby stress 또는 demand stress) , 고장 

정도별(완전고장 또는 부분고장)로 분류하여 standby stress 고장원인의 상대적인 영 

향에 따라 그리고 demand stress 고장원인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각 기기들의 요구시 

험주기의 허용범위를 파악하여 최적 점검주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 방법은 실제 발전소 운전자료를 근거로한 디젤 발전기 점검주기(STD를 결정 

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디젤 발전기는 잦은 점검시 마모로 인한 기기 이용 

불능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오히려 기기에 손상을 더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배 열 제 어 방법 (Configuration control-oriented approach) 

배열은 발전소의 상태를 말하고 기기들의 상태에 의해 정의된다. 기기들의 상태 

는 기기들이 보수를 위해 정지된 상태와 같은 기능적인 방법에서 정의 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기들의 상태는 온도， 유체， 그리고 압력 차에 의해 상세히 정의 될 

수 있다. 배열제어의 논의에서는 기기들의 상태를 단지 기기들의 기능적인 상태， 즉 

작동 유무를 말한다. 발전소 배열은 기기들의 상태에 따라 계통들의 상태와 안전기 

능이 어떤지에 의해 정의된다. 기기들이 계통과 안전기능에 대한 논리적 관계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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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 계통 사고수목， 신뢰도와 위험도분석에서 사용되는 사건수목에서 정의된다. 그 

런 수목들은 사고의 원인인 계통과 안전기능 실패에 대해 필요한 기기들의 고장들의 
조합에 초점을 둔다. 배열제어는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고 위험도를 제어하기 
위해 기기 배치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발전소 배열관리는 중요하고 임계배열 
발생을 피하기 위해 고유한 척도를 포함한다. PSA를 사용하여 평가되었을 때 그것 

은 발전소 배열의 위험도 기준 관리 또는 위험도 기준 배열제어라고 불리어진다. 위 
험도 임계배열은 위험도 척도에서 고장난 기기 들의 조합이 가장 큰 위험도를 나타 

내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소 운전동안 기기 상태의 변화로 계통과 발전소 배열은 변한다. 또한 정지동 
안 기기 상태 변화는 발전소 배열을 변화시킨다. 설계 또는 절차서의 변화가 발전소 
에서 정립되면 그때 이런 것들은 계통상태와 발전소 배열에 다른 효과를 갖는 기기 
들의 상태를 유발할 것이다. 발전소 모든 사건들과 사고들은 고유한 임계배열을 일 

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엄계배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열들이 관리된다면 위험도는 작올 것이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위험도 
고려는 PRA, 또는 이와 동퉁한 위험도를 검증할 수 있는 모텔을 사용하여 명백해 
질 수 있다. 

최근 배열제어에 대한 보완적 접근의 잠재적 이점을 계산하기 위해 BNL은 
NRC’s 기술지침서 개선 프로그랩의 지원으로 RES를 위해 배열제어 관점의 연구를 
대기상태의 기기들을 포함한 안전성 계통의 배열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어 수행하 

였다. 발전소 PRA는 위험도에 중요한 배열들을 확인하고 정량화하는데 사용되어 
PRA가 어떻게 배열 관리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배열들과 관련된 위험도 단 
계를 정량화 하여 평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런 분석을 보충하기 위해 
몇몇 발전소의 과거정지 자료들은 발전소 고유 보수기록과 원자력 발전소 신뢰도 자 
료 시스댐 (NPRDS)의 사용으로 분석되고 어떤 분석은 발전소 신뢰도 자료 시스댐 
(NPRDS)에 의한 기록으로써 경험자료에서 확인된 실제 발생을 기준으로 배열 위험 
도로 구성되었다. 배열제어의 적철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배열 위험도를 
제어하고 확인하기 위한 전략들이 정의되어야 하는데 배열제어의 위험도 분석시 정 
의되어야 하고 평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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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과 관련된 위험도 정의 

- 배열 위험도를 포함하는 개별요소 정의 

- 현행 기술지침서에 의해 허용된 잠재적인 배열 위험도 평가 

- 배열들을 제어하기 위한 기준과 다른 전략의 정의 

- 발전소 과거자료를 사용한 실제 발생한 배열로부터 노심손상 영향 평가 

기술지침서와 비교해보면， 배열 위험도를 제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발전소 

운전동안 부담감을 줄이도록 위험도를 제어하는데 있다. 그런 제어전략은 배열， 배열 

특성， 적합한 정비시간으로써 실제적인 고려사항， 그리고 위험도 배열을 낮추기 위한 

조건들과 관련하여 위험도를 고려해야 한다. 배열 위험도에 대한 기준은 불필요한 

발전소 정지를 발생하는 불필요한 제한이 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안전성을 유지하 

는 적절한 여유도로 계속적인 운전을 허용하는 중요 위험도 배열을 제어해야한다. 

위험도 기준 배열제어의 발전은 위험도에 필요한 계산을 수행능력을 요구하고 현 

행 PRA모텔은 변형과 필요로 한 상세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된다. 요구된 위 

험도 계산 수행의 다른 관점은 위험도 모델을 정량화 하기 위한 기기 신뢰도와 초기 

사건 자료들의 사용이다. 따라서 배열관리에 접근하는데 발전소 고유자료의 이용은 

연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체계로부터 얻어진 인식을 바탕으로 민감한 

위험도 기준 배열제어는 나타내어진다. 위험도 배열， 배열제어의 고유방법， 그리고 

실행에 필요한 도구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는 정의되어야 한다. 위험도 기준 평가 

관리시 수행할 수 있는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지며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1.2.2와 같다. 

- 발전소단계 (plant leveI) 배열 관리 : 발전소 상태 관리 

- 기능단계 (function leveI) 배열 관리 : 기능적인 상태 관리 

- 계통단계 (system leveI) 배열관리 : 계통 상태 관리 

- 기기단계(component leveI)배열관리 : 기기 상태 관리 

위험도 기준 배열관리 목적은 위험도 척도를 포함하는 기준의 의미로 위험도를 제 

어하기 위해 배열을 관리하는데 었다. 그래서 위험도 기준 배열제어는 다양한 척도 

를 택할 수 있는데 기기단계 배열은 기기 이용불능도를 제어하기 위해 관리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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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위험도 기준 평가 관리 수행 단계 

다. 유사하게， 계통 단계와 안전 기능 단계 배열은 각각에 대한 이용불능도를 제어하 
기 위해 관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단계 배열은 사고빈도， 노심손상빈도， 

그리고 공중보건 위험도를 제어하기 위해 관리될 수 있다. 

이런 척도들에 추가하여 위험도 기준 배열 관리를 위한 다른 척도들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오히려 정확한 위험도 또는 이용불능도를 제어하기 위해 발전소 고유 계통 

모텔 또는 발전소 모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그 목적은 위험도를 제 

어하기 위해 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위험도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결정론적인 규정 

또는 보편적인 모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척도로서 배열은 이용불능도， 사건 
빈도， 노심손상빈도， 그리고 공중보건 위험도 제어를 포함하는 순간적인 위험도 값을 

제어하기 위해 관리될 수 있다. 허용된 시간은 어떤 배열이 정비나 보수를 완료하거 
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의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발전소 위험도 제어와 위험도 기준 배열 관리를 도식화하여 나 
타내면 그림 1.2.3, 1.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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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엄계 배열 확인 

임계 배열 확인하기 

위한 전략 정의 

임계 배열 제어하기 

위한 전략 정의 

배열이 존재할 때 엄계 

기기들 체크 확인 

현행 기술지침서와 공유 

하기 위한 전략 정의 

그림 1.2.3 발전소 위험도 제어 체계 

” 



위험도 기준 배열 관리 

일반적인 위험도 관리 

축적된 위험도 제어 

그림 1.2.4 위험도 기준 배열 관리 체계 

(1) 배열 위험도 명가 

특정 배열과 관련된 위험도는 기기의 이용불능도를 적절히 모텔링하여 배열로부 
터 위험도를 계산하여 결정될 수 있다. 고장난 기기들의 배열은 고장기기들의 이용 
불능 때문에 큰 위험도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배열 
에 대한 위험 기여도를 계산하기 위해 위험도 척도로 안전성 기능 단계의 이용불능 
도， 발전소 단계의 노심손상빈도 둥이 이용될 수 있다. 여기서의 배열 위험도의 주된 
척도는 노심손상빈도이다. 배열의 노심손상확률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3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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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 열 이 발생 하는 빈도(frequency) 

- 배 열과 관련한 노심손상빈도(CDF) 증가량 

- 배 열 이 폰재 하는 정 지 시 간(downtime) 

배열 빈도는 단위 시간당 배열 발생수를 의미하고 배열과 관련한 노심손상빈도 

증가량은 배열이 발생하였을 때 pointwise 증가량을 나타낸다. 마지막 요소인 정지시 

간은 배열이 존재하는 시간간격을 나타낸다. 배열 정지시간이 작다면 배열로부터 위 

험도는 작을 수 있고 또는 배열에 의한 위험도가 클 지라도 그 위험도는 무시할 수 

있다. 이런 3 가지 요소들을 수식화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 = 배열 발생 빈도 

1 = 배열로 인한 노심손상 증가량 

d = 배열정지시간 

Rl = 주어진 배열로부터 누적된 노심손상확률 

Rr = 주어진 시간에서 배열발생으로부터 누적된 노심손상확률 증가 

Rl의 첨자1은 단일 배열 발생으로 노심손상확률에서 증가를 나타내고 첨자 T는 

시간간격 T에서 노심손상확률 증가를 나타낸다. 노심손상확률 기여도가 명확하게 계 

산되지 않을지라도 Rl , RT, 그리고 3 가지 요소인 f , d, 1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 

하다. 함축성과 명확성의 위험도 제어전략은 이런 관계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Rl =Id 

RT = ITId 

Rl 과 RT를 비교할 때 IT요소는 시간가격 T동안 기대된 배열 발생수를 나타낸 

다.IT요소는 1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어 RT는 Rl보다 작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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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열 채어 전략 

배열로부터 노심손상확률을 제어하기 위한 3 가지의 기본 전략이 있다.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노심손상빈도 제어 

- 단일 노심손상확률 제어 

- 노심손상확률 기여 시간제어 

첫 번째의 노심손상빈도 제어의 목적은 배열 발생으로인 한 노심손상빈도 peaks 

를 줄이는데 있다. 노심손상빈도 pe하‘s는 허용된 배열 정지시간의 제한에 의해 제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심손상이 가장 크게 야기된 peaks의 엄계배열을 제어에 의 

해 제어한다. 임계배열들은 적절한 점검 및 보수에 의해 피할 수 있다. 이런 엄계배 

열이 운전 중에 발생한다면 노심손상빈도 peaks를 줄이기 위해 다른 기기들의 점검 

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소는 정지되어야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전략은 허용된 정지시간 제어에 의해 노심손상확률을 제어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두 번째 전략의 중점사항은 단일 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이 전략은 개별 기기들에 대한 허용정지시간 뿐만 아니라 배열을 제어하는 현행 허 

용정지시간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계산 Rl 대신에 단일 노심손상확률 기 

여도는 안전성 기능 기기들의 범주에 따라 설정된 배열에 의해 함축적으로 제어 될 

수 있다. 허용된 정지시간은 안전성 기능에 이용할 수 있는 남겨진 기기틀을 바탕으 

로 정의될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은 노심손상확률 기여 시간간격을 제어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 그 목적은 1년과 같이 시간간격에서 일어난 모든 배열로부터 노심손 

상 배열을 제어하는 것이다. 

(3) 배열 특생의 분석 

발전소 고유 PRA를 사용할 때， 노심손상빈도와 노심손상확률에 배열 기여의 특 

성은 해석된다. 분석된 배열 기여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 운전동안 발생한 중요 배열의 노심손상빈도에 확인 

- 배열과 관련된 노심손상빈도 단계 그리고 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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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배열에 일어나는 기기들의 조합 

- 현행 기술지침서에서 허용한 배열과 관련한 노섬손상확률 기여도 

이런 계산수행의 예로 미국의 원전에 대해 수행한 것을 중심으로 설명
 하고자 한 

다(NUREG-5640 . 위험도 평가를 위해 사용한 계산 프로그램은 SARA이다
. 이 발전 

소의 모델은 86가지의 사건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지배적인 결과를
 갖는 단절의 기 

본 사건들이다. 이 기본사건은 기계적 고장， 인적오류， 그리고 회
복하지 못한 조치들 

을 포함하고 있다. 단지 기계적 고장사건들로 충분한 것을 고려하
면 51가지에 대한 

중요 배열들로 충분하다. 수행된 중요 배열들은 최소 단절군들의
 조합에 제한되고 

여기서 사용한 최소 단절군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절군들에서
 나타난 2, 3, 그 

리고 4개의 기계적 고장사건들로 분류된다. 기본 사건들과 관련
한 기기들은 확인되 

고， 배열은 이런 기기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기본 사건들에
 의한 배열은 기기 

묘사에 의해 표현된 배열들에 전이된다. 기준 노심손상빈도는 8.4E -6/ (reactor-yr) 이 

다. 이에 따른 수행한 계산결과는 표 1.2.2에 정리되어 있다. 

7 
/ 

<, 
J 



표 1.2.2.1 노심손상빈도에 영향을 주는 단일 배열의 예 

발생 빈도， 배열 노섬손상빈도， 노심손상빈도의 

보수정지 배열 f( yr- 1) I( yr- 1) 증가 인자， vro 

ESW-MV0498 0.10 3.97E-3 473.4 

BATTERY-B 0.62 3.44E-3 409.9 

DG-B 4.00 1.58E-4 18.8 

DG-C 4.00 1.24E-4 14.7 

ESW-PUMP-A 0.10 9.73E-5 11.6 

ESW-PUMP-B 0.10 9.56E-5 11.4 

ESW-AV22 0.15 8.44E-5 10.1 

HCI-TDP 3.07 2.75E-5 3.3 

RCI-TDP 3.07 1.55E-5 1.8 

‘ Io = 노심 손상 빈도 기준 8.4 x 10 -6 / reacto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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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2 노심손상빈도에 영향을 주는 이중 배열의 예 

발생 빈도， 배열노심손상 노심손상빈도의 

보수정지 배열 f( yr- 1) 빈도， I( yr- 1) 증가 인자， vro 

BATTERY-B BATTERY-C** 4.94E-2 8.58E-2 1021.7 

DG-C 7.13E-3 7.59E-3 904.0 

DG-B 7.13E-3 3.59E-3 427.7 

DG-B DG-C** 1.65E-1 8.86E-3 10또.2 

ESW-AV23 1.20E-2 4.28E-3 509.4 

ESW-PUMP-B 8.22E-3 4.09E-3 486.8 

EHV-FAN-BV64 ESW-HX31 4.59E-4 3.72E-3 443.2 

ESW-PUMP-A ESW-PUMP-B** 2.54E-3 6.88E-3 819.5 

ESW-AV23 6.03E-4 3.52E-3 419.7 

ESW-MV0498 HCI-TDP 1.42E-4 1.8IE-2 2159.9 

DGD-D 1.18E-4 1.06E-2 1266.4 

SORV 1. 84E-6 7.45E-3 887.3 

HCI-TDP RCI-TDP 2.96E-1 1.59E-4 18.9 

* 10 = 노심손상빈도 기준 8.4 x 10 -6 / reactor year 

“이러한 조합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는 공통 원인 고장의 기여분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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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3 노심 손상 빈도에 영향을 주는 삼중 배열의 예 

발생 빈도， 배열 노심손상빈도， 노심손상빈도의 

보수정지 배열 f( yr- 1) I( yγ-1 ) 증가 인자， V lÕ 

BATTERY-B 7.09E-5 7.l5E-3 851.2 

ESW-AV22 

EHV - F AN-CV64 

DG-B 2.4IE-5 4.09E-3 486.4 

ESW-PUMP-B 

ECW-PUMP 

EHV -F AN-CV64 8.65E-ll 3.72E-3 442.6 

ESW-XV72 

ESW-XV73 

CRD-MDP-B 4.36E-5 1.59E-4 18.9 

DG-B 

RCI-MV131 

RCI-CV22 5.35E-7 9.40E-6 1.12 

RCI-MV132 

ESW-MV0841 

HCI-MV19 4.57E-6 8.69E-6 1.03 

ECW-PUMP 

RCI-XV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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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4 노심 손상 빈도에 영향을 주는 사중 배열의 예 

발생 빈도， 배열 노심손상빈도， 노심손상빈도의 

보수정지 배열 f( yr -1) I( yr -1 ) 증가 인자， ν ro 

BATTERY-B 

ESW-PUMP-B 

HCI-TDP 

RCI-TDP 

BATTERY-B 

DG-B 

ESW-PUMP-B 

ESW-AV23 

DG-B 

ESW-HX31 

ESW-PUMP-B 

EHV -RAN-BV64 

ESW-PUMP-A 

ESW-PUMP-A 

DG-B 

HCI-TDP 

ESW-AV23 

ESW-PUMP-B 

HCI-TDP 

RCI-TDP 

4.6E-1O 

1.4E-11 

3.0E-12 

9.9E-11 

3.7E-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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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E-2 3836.9 

1.47E-2 1745.2 

1.18E-2 1407.1 

1.11E-2 1322.6 

1.52E-3 181.1 



표 1.2.2.5 노섬손상빈도에 큰 중간， 그리고 작은 영향을 주는 배열의 예 

높은 위험도 

ESW-MV0498 HCI-TDP 

ESW-MV0498 HCI-TDP 

BATTERY-B ESW-PUMP-B 

DG-D ESW-MV0498 

DG-B ESW-XV75 

풋간위험도 

BA TTERY - B DG-C 

HCI-TDP 

DG-B 

낮유 위협도 

RCI-TDP 

RCI-TDP 

RCI-TDP* 

HCI-TCP 

ESW-XV76* 

RCI-TDP 

f( yr -1) I( yr -1) 

DG-B* 3.1E-7 1.23E-1 

l.lE-5 1.17E-1 

RCI-TDP* 4.6E-1Q 3.22E-2 

1.2E-4 1.06E-2 

6.8E-9 4.28E-3 

1.0E-1 3.97E-3 

3.6E-4 4.07E-4 

3.0E-1 

3.97 

1.59E-4 

1.58E-4 

EHV-FAN-BV64 

HCI-TDP 

ESF-SENSOR-PL52A 1.3E-4 7.52E-5 

BA TTERY -C CRD-MDP-A DG-D 

RCI-MV132 ESW-MVO없1 RCI-CV22 

.최근에 기술 지침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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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RCI-CV22 3.0E-9 

2.75E-5 

1.l0E-5 

5.3E-7 9.40E-6 



표 1.2.2.6 연간 노심손상확률에 대한 기여도 기대값 

보수정지 허용정지시간 발생 빈도 배열 노심 노심 손상 

밴열 (hr) ( hr- 1) 손상 빈도 활률 

BATTERY-B 168 6.23E-1 3.44E-3 4.06E-5 

ESW-MV0498 720 9.8E-2 3.97E-3 3.27E-5 

DG-B 168 3.97E+0 1.58E-4 1.20E-5 

DG-C 168 3.97E+0 1. 24E-4 9.43E-6 

HCI-TDP 168 3.07E+0 2.75E-5 1.62E-6 

ESW-HX30 168 7.55E-1 8.44E-5 1.23E-6 

RCI-TDP 168 3.07E+0 1. 55E-5 9.1 IE-7 

EHV-AV-273-1 720 1.51E-1 7.27E-5 9.0IE-7 

ESW-PUMP-A 720 9.8E-2 9.56E-5 7.90E-7 

EHV-FAN-BV64 720 2.44E-2 7.27E-5 1.45E-7 

BATTERY-C 168 6.23E-1 1.01E-5 1.20E-7 

HCI-MV19 168 3.14E-1 8.54E-6 5.02E-8 

SORV 168 6.02E-2 1.48E-5 1.70E-8 

ESW-XV74 168 1.89E-3 8.44E-5 3.15E-9 

BATTERY-B 168 1.90E-2 6.55E-3 2.32E-6 

SORV 

DG-B 168 1.22E-2 4.28E-3 1.01E-6 

ESW-AV23 

DG-C 168 8.17E-3 4.05E-3 6. 14E-7 

ESW-PUMP-A 

BATTERY-B 168 7.06E-3 3.59E-3 4.9IE-7 

DG-B 

EHV-FAN-BV64 168 4.55E-4 3.72E-3 3.27E-8 

ESW-HX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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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6 연간 노심손상확률에 대한 기여도 기대값(계속) 

보수정지 허용정지시간 발생 빈도 배열 노심 노심 손상 

밴월 파r) ( hr- 1) 손상 빈도 활률 

DG-D 168 1.18E-4 1.06E-2 2.49E-8 
ESW-MV0498 

RCI-TDP 168 2.39E-2 1.55E-5 7.16E-9 
RCI-MV21 

HCI-MV14 168 1.8IE-3 8.59E-6 3.03E-1O 
RCI-MV131 

CRD-MDP-B 168 4.38E-5 1.59E-4 1.35E- lO 

DG-B 

RCI-MV131 

BATTERY-B 168 7.13E-5 7.15E-3 9.75E-11 
ESW-AV22 

EHV -FAN-CV64 

BATTERY-B 168 1.43E-11 1.47E-2 1.43E-11 
DG-B 

ESW-PUMP-B 

ESW-AV23 

DG-B 168 2.97E-12 1.18E-2 2.97E-12 
ESW-HX31 

ESW-PUMP-B 

EHV-FAN-BV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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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수행의 결과를 이상에서 언급한 4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이상의 

잠재성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전동안 중요 배열 확인 

- 노신손상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배열확인은 적절한 제어전략을 발전시키기 위 

해 배열제어 시스템에서 미리 결정될 수 있다. 

- 현행 발전소 기술지침서는 기기들의 드러나지 않는 조합들의 목록을 확장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 적절한 점검전략은 위험도에 중요한 배열의 기기들을 확인에 의해 발전될 수 있 

다. 

2) 배열과 관련한 노섬손상반도의 참째적인 최대 단계 

분석들로부터 중요한 사항은 배열들과 관련한 노심손상빈도 단계는 높을 수 있다 

는 것이다. 여기서 예제인 경우 기준 위험도는 8.4E-6/yr 기준값인데 계산결과 배열 

들의 값은 l.lE-l!yr 만큼 높을 수 있다. 노심손상빈도가 높은 약간의 배열들 경우 

현행 기술지침서에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배열 수는 제어하지 않고 있다. 많은 배열 

들은 lE-3/yr 이상의 노심손상빈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배열로부터 노심손상확 

률은 기술지침서에 의해 명백히 제어되지 않는 배열 정지시간에 따라 작거나 클 수 

도 있다. 

3) 위험도에 중요한 배열 기기들의 조합 

위험도에 중요한 배열 기기들의 조합수는 2개 조합으로 확인되었다. 노심손상빈 

도 lE-3/yr 이상의 증가량으로 보수 정지된 기기들이다. 노심손상빈도가 높기 때문 

에 노심손상확률은 상대적으로 작은 정지시간정지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3, 4개 배 

열 조합은 또한 노심손상빈도가 높으나 2개 조합 배열보다는 높지 않다. 그 이유는 

빈도수가 작기 때문이다. 

4) 중요 배멸의 발쟁 빈도 

일반적으로 발생빈도는 작다. 중요 2개 조합 배열 노심손상빈도의 보수정지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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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1회 정도인 것을 발견하였다. 3, 4개 조합의 경우는 발생빈도가 그보다 훨씬 낮 
은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단일 보수정지의 배열은 상대적으로 잦은 발생 빈도가 
나타난다. 보수정지의 발생빈도는 높은 기기는 디젤발전기， 터빈 작동펌프， 전지 퉁 

이 있다. 일반적으로 배열 증가에서 기기들의 수는 발생빈도수와 반비레하는 결과를 

보인다. 잦은 발생빈도를 갖는 중요 기기들은 효과적인 보수 및 점검으로 이를 극복 
할 수 있다. 이런 배열들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제공하고 발견하기 위해 실 
시간 배열 제어는 또한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 

5) 배열로 인한 현행 기술지침서에서 허용한 년간 노심손상확률 
현행 기술지침서는 규정된 위험도에 중요한 배열은 년간 노심손상확률로 평가된 

다. 일반적으로 값들은 작은 값을 갖고 lE-6정도를 허용하고 있다. 노심손상빈도에 

영향을 주는 비정상적인 발생빈도는 매우 높을 수 있다. 

(4) 점검시혐의 중요도와 배열 위험도의 완화 

점검시험은 영향이 있는 배열을 적절히 발견할 수 있는 배열제어 시스탬을 고려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점검요건은 이런 배열을 발견하기 위해 적용되 
지는 않았다. 점검시험의 평가 계산은 점검시험 자체로부터 결과인 기여도를 고려하 

여야 한다. 전체적인 점검계획은 잠재적으로 영향이 있는 배열들을 효과적으로 발견 
하고 제어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점검은 배열이 존재하는 동안 기기들의 이용도 
를 보장하기 위해 배열 위험도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STI/AOT에 대한 평가 방법들은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기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화된 STI/AOT를 평 
가하는데 기존의 PRA를 이용한 명가의 문제점들올 개선하고 방법들에 따른 상호보 
완적 관계로 실제 원전 운영에 반영되어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 
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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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0년 전에 허용정시간에 대한 단일발생 위험도를 기준으로 1E-7 

위험도 제한값으로 설정해 놓았다. 이런 절대적인 값은 프랑스의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연구에서 사용한 정상운전시 약 1E-5/a의 평균 위험도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제한된 값은 년간 노심손상빈도에 대해 어떤 고장상황을 상대적인 기준인 1-10%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발전소 정지 위험도 정 

의는 허용정지시간에 또한 고려되고 있다. 

2.3 독일 

TUV는 안전성 기능단계에서 신뢰도와 결정론적 접근방법을 조합하여 허용정지 

시간에 대한 기준을 발전시켜 왔다. 발전소 단계는 다른 안전성 기능의 요구빈도에 

따르는 계통들 중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4 명국 

주제어실에서 정상 운전상태시 사용되는 위험도 감지계통(ESSM)에 대해 

Heysham 2에서 수행되었다. 적용된 기준은 3단계로 정리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기기 고장시 정상적 보수로 생각되고 위험도 증가량이 10%보다 작은 경우 

허용상태 

- 기기 고장시 긴급한 보수로 생각되고 위험도 증가량이 10%에서 100% 사이인 

경우 예정되지 않는 상태 

- 기기 고장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위험도 증가량이 100% 이상인 허용될 

수 없는 상태로 짧은 시간이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발전소 정지상태 돌입 

정상적 보수상태에서는 발전소 운전은 허용되고 긴급한 보수상태에서는 운전원의 

신중한 판단에 의해 발전소 운전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여유도는 운전 중 보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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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계된 발전소의 평균형태에 실제적이고 기준위험도 lE-6/yr(허용된 delta-risk) 

이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에서처럽 결정론적 기준과 단일고장 기준은 확률론적 위험도 계산시 보완하 

는 결정역할을 (back-up role)한다. 이런 방법은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손상되지 

않는 계통들의 최소배열을 나타낸다. 이런 방법이 잘 맞지 않을 경우 확률론적 평가 

모델은 선택적으로 위험도 증가 범주를 계산하기 위해 재시도되거나 즉각 조치에 응 

용한다. 각 국가별 STI/AOT 평가시 확률론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 기준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1.2.3 각국에 수립된 위험도 기준값 

한국 미국 
효랑스 영국 

(KAERI) (실시간 위험도 기준) 

위험도 평가 6.31E-5/yr 1.0E-4!yr(CDF) 1.0E-5/yr(CDF) 1.0E-6/yr 

기준값 (CDF) 5.0E-7(CDP) 1.0E-7(CDP) (CDF) 

허용 범위 5% 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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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철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칸 평가체계 

1. 주요 기기 및 계통들에 대한 점검요건 영향 

원전에 대한 점검시 주요 기기 및 계통들의 특성 연구는 미국에서 1983년 점검에 

대한 권장사항(Recommendation)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 (NUREG-1024)를 발간한 이 

후 일부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사업자의 점검요건(SR) 개선 요청에 대해 수행하여 미 

국원자력 위원회(NRC)는 Generic Letter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축적된 내용을 검토， 

정리하여 점검요건 개선에 대한 보고서 "Improvements to Technical Specifications 

Surveillance Requirements" NURER-1366을 발간하였다. 국내에서도 한국원자력안 

전기술원(KINS)에서 수행한 “국내원전의 기술지침서 표준화 연구”에서 국내원전의 

일부 계통들에 대한 점검요건을 검토한바 있다. 본 절에서는 NURER-1366올 중심으 

로 원전의 주요 기기 및 계통들에 대한 점검요건 영향을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이는 

기기들에 대한 STI/AOT 평가시 PRA방법 적용가능 항목뿔만 아니라 적용 할 수 없 

는 항목에 대해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로서 이에 대한 분석은 발전소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1 연구 내용 몇 범위 

이 연구는 NUREG-1024의 권장사항의 입증 및 확대를 목적으로 기술지침서의 

점검요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운전제한조건(LCO)의 허용정지시간(AOT) ， 요구 

시 조치사항(required action)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연구 기준에 의해 선정된 

점검요건들 중 변경 가능한 점검요건을 선정하는데 있다. 또한 원자로 안전， 근무자 

안전， 발전소 운전에 저해가 되는 검검요건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능 

한 비부수적 점검요건을 체계적으로 모두 확인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점검요건이 

설비와 계통의 동작성 (operability)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 기반 하에 수행 

되었으며 그 결과로 일부분의 점검주기의 개선이 권장되었다. 

기술지침서는 원자발전소의 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며 안전성의 증대 

와 대중에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지침서에 명기된 한계 내에서 발전소는 

운전되어야 한다. 운전 제한조건을 벗어난 운전상태일 경우 사용자는 기술지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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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일 때까지 명기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 

지침서의 지시사항이 명확해야하며 요구사항이 실제적으로 충족 가능해야 하고 원자. 

로 안전에 큰 기여를 해야한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한된 연구가 기술지침서 

점검요건의 결정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기술지침서의 점검 

요건을 좀더 적절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목표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모든 

평가방법에 기반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권장사항들은 모든 계통의 

신뢰도와 이용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소 운영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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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점검요건의 정량적 안전성 평가 

NRC와의 협조 하에 Science Application Intemational Corporation (SAIC)에서는 

정량적 안전성 평가 방법에 기반한 기술지침서 점검요건 평가 작업에 관한 연구 절 

차를 개발했는데 그 절차에 사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직접적인 안전성 영향 

- 간접적인 안전성 영향 

- 신뢰도 

- 직업적인 방사선 피폭 

- 운전자의 부담 

검사자부담 

이 여섯 가지의 기준은 STI의 빈도에 관한 그 직접적인 영향 때문에 선정되었는 

데 각 기준은 STI의 빈도에 대한 세부적인 관심을 나타낸다. 이 기준은 여섯 가지의 

대표적인 관심 분야를 나타내는데 STI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의도하고 선정된 것은 

아니다. 특히 점검에 국한된 공학적 설계의 측면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경 

우의 권장사항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몇 가지의 data base로부터의 운전이력을 비롯 

한 공학적인 고려는 최종 권장사항에 반영되었다. 

(가) 직접적인 안전성 영향 (Direct Safety Impact) 

직접적인 안전성 영향 (Direct Safety Impact) 기준은 대상 기기가 가지는 발전소 

안전성 차원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합이다. 이 기준을 고려한 설문의 예는 아 

래에 제시했다. 이 설문들은 점검이 실시될 대상 기기의 발전소 안전성에의 중요도， 

대상 기기 설계에 반영된 필요한 다중성의 정도， 주어진 기기 실패 상황에서의 기기 

성능 회복 여부 퉁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의 경우， 대상 기기는 

발전소 안전에 큰 중요도를 가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안전성 변에서의 영향의 측면에 

서는 보다 잦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직접적인 안전성 영향 설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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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나 계통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지 않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높은 다중성을 가지고 있는가? 

- 그 기능이 회복된 설비에 영향을 받는가? 

(나) 간접적인 안천성 영향(Indirect Safety Impact) 

간접적인 안전성 영향Ondirect Safety Impact) 기준은 기기의 잦은 점검으로 인 

한 부정적인 영향(negative impact)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이 기준을 고려한 설문의 

예는 아래에 제시했다. 이들 셜문은 대상 기기에 실시된 점검이 기기를 안전위치 

(safe position)에서 이탈시키는지， 기기의 점검이 부적절한 발전소 정지나 다른 기기 

의 동작불능 상태를 유발하는지를 평가한다.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의 경우 보다 

잦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올 의미하고 긍정 답변은 STI의 증가가 가능함올 의미한 

다. 

- 점검이 안전계통/기기나 지원계통/기기를 안전 위치 (safe position)에서 

이탈시키는가? 

- 점검이 원자로 정지를 야기할 수 있는가? 

- 점검이나 정지로 인해 안전계통/기기， 지원계통/기기가 비자동복원상태 

(no automatic return)일 때 일부 동작불능이 되는가? 

- 점검이 사건 V(event V)나 LOCA를 야기할 수 있는가? 

(다) 신뢰도(Reliability ) 

신뢰도(Reliability)의 목적은 대기상태， 정상운전상태 또는 순환운전상태 (cyclic)의 

기기를 차별화하고 기기 실패의 주된 원인을 밝히는데 있다. 이 기준을 고려한 설문 

의 예는 아래에 제시했다. 기기의 정상운전상태 및 순환운전상태가 결정되었으면 더 

이상의 신뢰도 기준에 입각한 기기의 점검은 권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 가지의 점 

검은 점검이 실시되지 않으면 발견되지 못하는 동작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대기상태의 기기에 대해서는 기기의 지배적인 실패 원인이 무엇인 

지를 이해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설비나 기기의 마모와 동작 요구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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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 stress)이 주된 기기 실패 원인이라면 점검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권고되며 

대기시 부담(standby stress)이 주원인이라면 작은 점검이 권장된다. 

- 기기가 정상운전 위치에 있는가? 

- 기기가 계속적으로 감시되고 경보가 주어지는가? 

- 동작 점검이외에 기기에 대한 잦은 동작 요구가 주어지는가? 

- 점검으로 인한 기기의 마모가 있을 수 있는가? 

- 점검으로 인한 기기/부품의 교환이 있을 수 있는가? 

- 주된 기기 실패와 보수원인은 무슨 종류가 있는가? 

- 보수 조치에 대한 치명적 기기 실패의 비율은 높은가? 

- 점검으로 인해 계통이 비자동복원상태에서 안전위치에서 이탈한다면 대기상태 

부담으로 인한 치명적 실패<Catastrophic failures)로 인한 불이용도와 비교해 점 

검으로 인한 불이용도의 기여도가 더 큰가? 

(라) 직업적인 방사선 피폭(Occupational Exposure) 

직업적인 방사선 피폭(Occupational Exposure) 기준은 발전소 근무자에 대한 주 

기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세부적인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의 방사선 피폭의 잠재성을 

평가하는데 었다. 이 기준을 고려한 설문의 예는 아래에 제시했다. 점검으로 인한 주 

기적이거나 사고로 인한 근무자 방사선 피폭이 적다면 점검주기 변경은 권고되지 않 

는다. 만일 점검이 근무자 피폭을 유발한다면 점검주기의 연장이 권장된다. 

- 기기 점검으로 인한 주기적 발전소 근무자 방사선 피폭이 있는가? 

- 기기 점검으로 인한 발전소 근무자 사고 방사선 피폭이 있는가? 

(마) 운전자 부담(Operator Burden) 

운전자 부담(Operator Burden) 기준은 점검이 발전소 운전 직원들에게 미치는 부 

담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었다. 이 기준을 고려한 셜문의 예는 아래에 제시했다. 직업 

적 방사선 피폭 기준의 경우와 유사하게 운전자 부담 기준은 운전자의 가외 부담이 

없다면 권장사항이나 STI의 변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운전직원에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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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STI의 연장이 권고된다. 

- 점검 특성으로 인한 운전원의 부담이 큰가? 

- 잦은 점검이 허용정지시간을 초과할 정도의 보수 조치를 야기하는가? 

(바) 검사원 부담 

검사원 부담 기준의 목적은 검사원들의 부담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 기준을 고려 

한 설문의 예는 아래에 제시했다. 직업적 방사선 피폭의 경우와 유사하게 검사원 부 

담이 없다면 STI 변경에 대한 권고는 고려되지 않지만 검사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STI의 연장은 권고된다. 

- 현행 기술지침서로 인한 부담의 수준이 높은가? 

- 기술지침서의 점검요건이 잦은 점검요건 확장을 요구하는가? 

(사) 제시된 기준의 적용 

개개의 기준을 고려한 결과는 모두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종 

권고사항은 모든 기준에서 비롯한 자료를 고려한 검토자의 판단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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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점검요건의 일반적 영향 (General Findings) 

(가) 예 방적 보수와 점 검 (Preventive Maintenance and Surveillance Testing)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지침서에 명시된 점검요건은 계통과 기기의 발전소 안전성 

분석에 사용된 가정을 충족하는 동작성 (operability)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 

점검요건들은 감시와 성능 경향 파악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요건은 

계통과 기기의 미래의 동작성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한다. 만일 점검이 기기에 심각 

하게 부담을 준다면 위의 기술은 맞다고 볼 수 있다. 안전 계통은 대부분의 시간을 

대기상태 (standby mode)에서 보내게 되고 동작시간의 대부분은 점검시간이 된다. 긴 

대기시간과 짧은 동작 시험 시간은 기기나 설비에 따라서는 부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만일 점검으로 기기나 계통이 동작불능인 것만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점검은 한 

기기의 고장과 고장 사이의 시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점검으로 기기나 

계통의 고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성능 저하(degradation in the performance)를 발견 

할 수 있고 발견된 손상이 복구될 수 있다면 점검은 고장 사이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고장의 수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동작성 점검 

(operability testing)과 병합된 성능저하를 발견할 수 있는 예방적 보수(preventive 

maintenance)는 동작성 점검만을 수행할 때보다 안전 셜비의 이용도를 최대화하는데 

더욱 유용할 것이다. 

점검과 예방적 보수 사이에는 명확한 관계가 있다. 기술지침서는 기기 및 계통의 

동작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접검올 규정하고 있지만 기기의 잦은 동작 불능은 

예방적 보수의 사전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의 중요한 안전 계통은 동작 불능 

상태를 막기 위해 높은 수준의 예방적 보수 계획이 필요하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효과적인 예방적 보수 계획은 기기가 노후함에 따라 증가하는 기기의 고장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예방적 보수 계획이 효과적일수록 점검의 필요는 줄어들게 된다. 그대신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점검요건이 점검의 감소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다. 

(나} ASME Code 요건 

lOCFR 5O.55a(g)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펌프와 밸브는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요건과 압력용기 코드(ASME Code) XI절의 요구조건에 

η
 



따라 점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 기술지침서 4.0.5 절에서는 위의 사항 

들에 관련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 ASME Code의 점검요건에서는 펌프와 밸브의 

동작 측면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계통의 안전기능 수행의 입증은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점검은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 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점검은 ASME Code에서 요구하는 점검의 기능을 넘어 

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1979년 이전의 ASME Code에 따른 점검은 Class 2와 3의 펌 

프에 대해 1달 주기로 실시되었어야 하고 이 규정은 기술지침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ASME Code 개정판과 기술지침서에서 권고하는 3개월 

(qu삶er1y) 주기의 점검보다는 펌프를 아직도 한달 주기로 점검하고 있다. Electrical 

Power Research Institute(EPRI)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점검이 펌프 실패율(failure 

rat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상펌프의 점검을 조사했다. 이 연구에 따 

르면 가장 높은 펌프 실패율은 PWR의 보조급수펌프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 보고서는 몇몇의 발전소가 너무 낮은 유량에서 시험하고 있올 가능성을 배 

제한다면 AFW LER에서는 점검으로 인한 영향을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 

다. 따라서 AFW 펌프 점검의 문제점을 제외하면 펌프의 점검은 비상펌프에 역효과 

(adverse effect)를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점검과 신뢰도 

신뢰도 기반의 기술지침서는 너무 잦거나 불필요한 점검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한 기기의 고장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면 점검주기는 연장 

될 수도 었다. 마찬가지로 기기의 고장이 잦다면 기기의 점검주기는 단축되어야 한 

다. 그러나 잦은 점검으로 인한 기기의 손상( degradation)이 발생한다는 점을 향상 

생각해야 한다. 만일 기기의 고장이 너무 잦다면 점검의 강화보다는 예방적 보수와 

설계변경을 비롯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 점검파 셜벼 마모(EquÌpment Wear) 

셜비는 종종 기기의 설계 기능을 수행하는 동작방식 이외의 작동방식으로 점검된 

다. 주입펌프의 경우를 간단한 예로 들면 점검시 재순환되는 냉각수는 보통의 주입 

라인의 직경과 비슷한 크기의 라인을 통해 탱크로 들어가는데 펌프를 설계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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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만들어 펌프의 손상을 초래한다. 전기 전자 셜비의 경우에는 캐비닛에서의 

점검을 위한 부품의 착탈로 인해 마모가 발생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수가 있다. 비 

상 디젤 발전기의 비상모드 점검은 열적 스트레스와 다른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칸 

다. 따라서 점검의 안전성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설비의 마모와 다른 고려할 점들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마) 교번점검을 바탕으로 한 점검 (Surveillance Testing on a Staggered Test 

Basis) 

교번점검 (Staggered testing)은 하위 계통이나 트레인의 점검 주기가 각 하위 계 

통이나 트레인의 점검주기로 나뉘는 점검방법을 의미한다. 교번점검 기반에 따른 점 

검방법의 장점은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과 셜비의 불이용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물론 교번점검 전략도 단점이 있올 수 있다. 교번점검 방식에 따 

른 점검은 더 많은 운전원과 시간을 요구하고 제한구역 내로의 더 많은 진입을 요구 

하기 때문에 원자로 정지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기기의 초기화 작업 

에 필요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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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요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점검요건 영향 

(가) 반웅도 조절 계 통<Reactivity Control System) 

(1) 제 어 봉 이 동 시 험 (Control Rod Movement Test) 

운전원은 각각의 제어봉을 최대 삽입이 아닌 한도 내에서 각각의 방향으로 정해 

진 이동할 수 있는지를 31일마다 점검해야 한다. 이 시험은 제어봉이 움직이지 않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적인 문제로 제어봉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기계적인 이유로 웅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점검도중 제어 

봉이 추락해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 발견사항 

.PWR에서의 제어봉 이동 점검은 움직일 수 없는 제어봉을 찾는 목적 

.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제어봉들은 대부분 발전소 처음으로 제어봉을 인출하 

거나 삽입하는 동안의 운전 개시시 발견 

. 이 점검은 원자로 정지를 유발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안전 계통에의 손상 야기 

- 권고사항 

. PWR의 제어봉 이동 점검주기를 3개월 (quarterly)로 연장 가능 

(나) 계 측기 (Instrumentation) 

(1) 핵계측 계통 점검 (Nuclear Instrumentation Surveillance) 

노외 중성자 계측 계통은 중성자 누설을 측정하기 위한 계통인데 세 영역으로 구 

분된다. Source range, intermediate range, power range로 구분되는 노외 중성자 계 

측 계통은 보통 power range에서 4개의 channel을 가진다. Channel의 기능 점검은 

한달 주기로 실시되며 한 채널에 대해 모의 정지 신호를 보내는 단계가 포함된다. 

핵계측 계통의 실패는 특히 원자로 shutdown 단계에 들어갔고 intermediate range에 

서 계측되고 있을 때 원자로 정지를 야기할 수 있다. 발전소 운전 이력을 검토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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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핵계측 계통은 set point drift 현상을 자주 겪는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따라 

서 계측기의 보정 요건이 보완되기 전에 핵계측의 set point drift 현상에 대한 면밀 

한 조사가 필요하다. 

- 발견사항 

. 핵계측 계통은 source range, intermediate range, power range 계측기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전자 장비와 전원 계통으로 구성 

. 핵계측 계통의 점검은 원자로 정지의 심각한 원인 

. 핵계측 계통의 대부분의 실패는 정지， turbine runback, 운전원의 채널 조사， 

계측기에 따른 경보를 포함한 발전소 거동으로부터 발견 

- 권고사항 

핵계측 계통의 아날로그 채널 기능 점검주기를 3개월로 연장 가능 

(2) Slave Relay Testing 

Slave relay 점검은 3개월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Slave relay 점검은 많은 

밸브와 펌프의 구동이 필요하다. 이 점검은 안전설비의 부주의한 구동과 원자로 정 

지의 우려가 있다. Slave relay의 신뢰도는 대단히 좋은 편이므로 점검요건을 완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견사항 

. Relay의 신뢰도는 좋은 편이다 . 

. Relay 점검은 부주의한 설비의 구동과 원자로 정지의 우려가 있다. 

- 권고사항 

교번점검 방법에 기반한 relay 점검 

(3) RPS와 ESFAS의 점 검주기 

각기 다른 채널 수를 가진 계통을 교번점검 방법으로 점검을 수행하는 데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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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캐비닛의 빈번한 개봉이 수반되므로 3채널과 4채널을 가진 기기의 점검주기를 일 

치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발견사항 

. 몇몇의 RPS와 ESFAS는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기는 4개의 채널 

올 가지고 있다 . 

. 교번점검 방법으로 점검올 실시하면 계기 캐비닛의 빈번한 개봉이 수반된다. 

- 권고사항 

.3채널 계통의 점검을 4채널 계통의 점검주기에 맞춰 실시한다.3채널 계통 중 

하나의 채널을 4채널계통의 시험 중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검 순서는 다 

음과같다. 

3채널 4채널 
A A 
B B 
C C 

D 
A A 

(4) 원자로정 지 차단기 <Reactor Trip Breaker) 

표준 기술지침서는 원자로정지 차단기와 원자로정지 bypass 차단기의 점검을 31 

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로정지 차단기의 회로의 고장은 대부분 회로의 

수명， 즉 실제 동작시간 및 동작주기 횟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NUREG/ 

CR-4715에서 밝혀졌다. 또한 여러 기계적인 스트레스의 원인들 중 개폐 동작이 주 

요 원인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오늘날의 점검과 예방적 보수의 관점에서 볼 때 점 

검 횟수를 줄이는 것이 원자로정지 차단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원자로정지 차단기의 점 

검이 원자로 정지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원자로 정지의 원인은 보통 점 

검 도중의 인간 실수(human eπor)이다. 점검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한 채널의 검 

사에 대한 AOT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NRC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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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사항 

. 원자로정지 차단기의 점검이 원자로 정지를 야기 

. 대부분의 원자로정지 차단기 시험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점검 도중의 인간 

실수(human error)와 관련 

. 원자로 정지 차단기는 높은 수준의 예방적 보수가 필요하다. 

- 권고사항 

. 공급자-사용자 그룹은 최근의 운전이력을 고려해 원자로정지 차단기의 점검 

주기를 연장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사용자는 원자로정지 

차단기의 허용정지시간(AOT)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Power Range Instrument Calibration 

- 발견사항 

15% 이상의 열출력에서 nuclear power는 ca10rimetric power와 2% 이내 

에서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핵계측 부분의 gain은 조정 

발전소가 천이상태 운전모드에 있을 때에는 조정중의 원자로 정지를 피 

하기 위해 5% 증가한 불확실성을 허용하는 방안이 권고 

. 안전성 분석은 2%의 출력 불확실성을 가정 

- 권고사항 

. 사용자 그룹은 이 주제를 고려해야 하며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성 

분석과 기술지침서의 출력분포요건을 만족하는 원자로정지를 막는 방안은 무엇 

인지를 제시 

(6) 노내 계 측기 점 검 (Incore Detector Surveillance) 

- 발견사항 

. 노내 계측기는 CE 원자로의 경우 사용 전 24시간， B&W 원자로의 경우 7 

일간 검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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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항 

. B&W 원자로의 노내 계측기에 관한 점검요건은 CE 원자로의 점검요건을 

사용 

(다) 원자로 냉각수 계통 

(1) 원자로 냉각수 계통 격려멜브 

표준 기술지침서에서는 원자로 냉각수 계통 격리밸브는 발전소가 72시간 동안이 

나 그 이상 cold shutdown 상태에 있었고 이전 9개월 동안 누출 점검이 없었다면 

Mode 2에 진입하기 전에 실시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검요건은 상당히 부담 

이 되고 점검원의 직업적 피폭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 정량적 위험도 분석자 

(Qualitative Risk Analysis)들과 사용자들과의 토론에서 지적되었다. NRC의 판단은 

72시간 내에 shutdown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조건은 성급한 회복을 강요하고 있 

어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STI의 연장이 권고되고 있다. 

- 발견사항 

. 발전소가 72시간 이상 cold shutdown 상태에 있었고 이전 9개월 동안 밸브의 

누출시험이 없었다변 RCS격리 밸브 누출의 유무를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 

- 권고사항 

. RCS 밸브 누출시험이 없이 cold shutdown 상태에 있을 수 있는 72시간을 7 

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 

(2) 전기 구동 방출밸브 및 차단앨브 

(Power Operated Relief Valve and Block Valve) 

Westinghouse의 PORV와 차단 밸브에 관한 표준 기술지침서는 밸브의 동작성올 

매 18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PORV의 원자로 기동 및 정지시 기능은 압력 

용기와 냉각재 계통을 low-temperature overpressurization condition으로부터 보호하 

는데 있다. NUREG/CR-4692에 따르면 PORV의 가장 대표적인 기계적 고장의 원인 

은 seaνdisc 경계면이나 내벽의 높은 증기나 물의 압력에 의한 손상이다. 내부적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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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가장 대표적인 고장의 하나이고 따라서 이 밸브들은 작동하지 못하거나 밀봉 

기능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되지 않게 하는 예방적 보수가 중요하다. 

- 발견사항 

. 모든 발전소가 PORV에 대한 운전제한조건이나 기술지침서의 점검요건 없음 

- 권고사항 

. GI-70(the resolution of generic Issues)과 GI-94에 PORV와 차단 밸브에 관 

련된 사항을 참조하는 것이 적절 

(3) High Point Vent Surveillance Testing 

Westinghouse의 표준 기술지침서에서는 RCS vent와 차단밸브의 동작성을 매 92 

일 마다 제어실로부터의 완전한 cycle로 동작시켜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발견사항 

. 가압되어 있는 RCS vent 밸브는 원자로 냉각수 방출의 잠재적 위험 

. Westinghouse와 다른 표준 기술지침서에서는 92일 마다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발전소의 기술지침서에서는 cold-shutdown이나 핵연료 재 

장전시에만 점검을 하도록 됨 

- 권고사항 

. 사용자는 Catawba 기술지침서를 참조해 RCS vent 밸브의 점검 횟수를 조정 

(4) Low-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 발견사항 

. 1ρw-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기능은 안전에 중요 

. PORV 고립 밸브는 매 72시간마다 열려있는지 확인 

. 어 떤 PWR들은 Low-Temperature Overpressure System이 동작 가능한지 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계속적인 지시 기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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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항 

. 사용자는 PORV 격리밸브 시프트시 개폐 확인 

. 사용자는 Low-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System의 동작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속적인 지시 장치의 이익을 고려해야한다. 이 지시장치는 

Low-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System이 동작 가능한 상태 이 면 

언제나사용 가능 

(라) 버상 노섬 냉각계통(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1) Verification of Proper Lineups of ECCS and Containment Isolation 

Valve 

사용자측 근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검사를 하는 동안에 방사선 피폭이 초래되 

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ECCS와 격납건물 격려 밸브는 기술 

지침서에 따라 매 31일 마다 걸어다니면서 점검해야 한다. 

- 발견사항 

. 격납건물과 비상노심냉각계통을 걸어서 검사하는 방법은 격납건물의 완전성 

과 ECCS의 동작성을 파악하기에는 좋은 검사 

- 권고사항 

. 정확한 밸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격납건물과 비상노심냉각계통 대상의 도보 

육안 검사는 보류 

(마) 원자로 격납건물( Containment) 

(1) Containment Spray System 

각각의 격납건물 스프레이 계통은 공기나 연기를 스프레이 헤더 (spray header)를 

통해 방출하는 시험을 함으로써 노즐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을 매 5년마다 입증해야 

한다. 정량적인 위험도 분석에 따르면 요오드와 격납건물 냉각기능을 스프레이 시스 

탬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발전소에서는 격납건물 스프레이 시스템이 안전성 측면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점검은 노즐을 통과하는 유량에 대한 아무 정량적인 기 

준이 없다. 이 시험은 단지 유량이 폰재한다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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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 발견사항 

. 가압경수로에서의 격납용기 스프레이 노즐은 노즐에서 유량이 방
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매 5년마다 실시 

. 이 시험은 정성적이므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 

. 이 점검과 관련해 보고된 유일한 문제점은 construction과 관련한 
문제이다. 

- 권고사항 

. 점검주기는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 

(2) Containment Purge Supply and Exhaust Isolation Valve 

기 술지 침 서 에 서 는 큰 직 경 의 Containment Purge Supply and Exhaust Isolation 

Valve는 압력 Pa로 가압되었을 때 누출율Oe와age rate)이 O.05La 보다 작은지의 여 

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3개월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기가 작동하
고 있을 경우 

밸브가 위치하는 지역은 높은 방사선을 받게되어 있으므로 ALARA
의 관심 영역이 

된다. 밀봉 재료의 손상 원인은 습도와 온도와 같은 주변 여건과
 valve cycling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주제의 연구에서는 발전소 검사원은 누출
 검사를 위해 격납 

건물 안으로 들어 가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연구는 점검도
중 점검원이 높은 

양의 방사능 피폭을 받는 사실도 밝혔다. 

- 발견사항 

. Containment Purge Supply and Exhaust Isolation Valve 점 검 은 lOCFR Part 

50 Appendix J의 요건을 넘어선다 . 

. 점검의 횟수 증가는 Containment Purge 계통의 실패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음 

. 검사원은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음 

- 권고사항 

- 85-



.점검요건은 현행대로 유지 

(바) 발전소 계 통(Plant System) 

(1) 보조급수 펌프 몇 계통 점검 (AFWS testing) 

표준 기술지침서에서는 보조급수펌프(AFW Pumps)는 1달 간격으로 점검을 받아 

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SME Code, section XI에 따르면 Class 1,2 그리고 3의 

centrifugal pump는 보통 3개월마다 점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조급수 펌프 

는 가압경수로에서 ASME Code 요건보다 기술지침서 요건에 의해 더 자주 점검을 

받는 유일한 펌프이다. 

EPRI와 NRC에서 수행한 연구(NP-4264， NUREG/CR-4597)에서는 크기가 적절하 

지 않은 최소유량 라인으로 재순환 유동을 시킴으로써 펌프의 고장을 일으키는 중대 

한 원인이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는 AFW 펌프와 유사한 centrifugal type 펌 

프를 가지고 있는 화력 발전소의 운전 이력에서도 나타난다. 두 보고서는 재순환 라 

인의 크기의 증가를 권장하고 있고 많은 경우의 지적사항은 재순환 라인 내의 

orifice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절은 실제 동작 요구신호가 

도착했을 경우 재순환 라인의 밸브와의 복잡한 상호잠금Cinterlock)을 필요로 한다. 

보조급수 펌프에 있어서 많은 수의 고장이 점검 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점검이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검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보조급수 펌프 

의 이용도는 점검과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점에서는 점 

검이 증가할수록 계통의 이용도 증가에 기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설비의 

이용불능도에 기여할 수도 있다. 보조급수펌프 고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1달 주기의 

점검은 펌프의 고장과 설비의 손상으로 인해 계통의 이용불능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조급수펌프의 점검주기를 3개월로 연장하고 점검 방법으로 교번점검 

방법을 채태하는 방안은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점검주기를 3개월로 연장 

하는 방안은 ASME Code의 요건과도 부합한다. 

- 발견사항 

. ASME Code 요건은 보조급수 펌프와 같은 Class 1,2 펌프의 점 검주기는 3개 

월로 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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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운영지침서는 위와 같은 펌프의 점검을 매 한 달마다 실시할 것을 요구 

. LER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회전하는 부품으로 인해 생긴 고장이 대부분 

차지 

.42%의 펌프 고장은 점검 중에 발견 

. AFWÆFW 펌프와 밸브의 점검은 NUREG/CR -5200에 따르면 높은 

위험도 영향 

. 점검주기가 1달일 경우 사용자의 부담이 증가 

. 점검주기를 3개월로 연장시키고 점검방법을 교번점검으로 할 경우 보조급수 

펌프의 이용도는 증가 

- 권고사항 

. 보조급수펌프의 점검주기를 3개월로 연장시키고 교번점검 방법으로 점검 

(2) 주중기 차단밸브 점검 (MSIV Surveillance Testing) 

주증기 차단밸브(main steamline isolation valve)를 운전 중에 닫는 것은 발전소 

운전정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parti머-stroke 점검을 3개월 주기로 실 

시한다. 이 점검의 목적은 MSIV의 이동성을 입증하는데 있다. MSIV의 동작이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MSIV가 밸브 구동장치나 기계적인 고정장치의 문제로 인해 닫히 

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대부분의 문제는 부적절한 보수에 의해서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보수로 인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점검은 PWR 운전자들에게 원자로 정지의 높은 가능성에 대해 고 

려를 하게 했는데 실제로 MSIV 점검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기도 했다. 

NRC에서 수행한 정량적인 안전성 평가 연구에서는 현행의 3개월 주기의 점검이 바 

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SIV 점검은 점검 자체로 인한 위험도 증가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발견사항 

. ASME Code에 따르면 MSIV의 점검주기는 3개월이 적당 

. 동작요구에도 불구하고 MSIV가 잠기지 않은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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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IV 점검은 원자로 정지의 높은 가능성 

. 대다수의 PWR MSIV 고장은 부적절한 보수에서 비롯되는 경향 

- 권고사항 

. 공급자-사용자 그룹은 3개월 주기의 MSIV 점검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연구 

의 이익에 대해 고려 

(사) 천 력 (Electrical Power) 

(1) 버상 디첼발전기 정검요건 

디젤발전기의 안전 기능은 AC 전원 공급이 상실되었을 경우 발전소 안전 계통에 

전원올 공급하는데 있다. 점검요건에서는 비상 디젤발전기가 규정된 부하와 시간 기 

준에 맞게 시험되어야 하고 연료의 품질과 연료공급의 용이성 퉁은 항상 점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비상 디젤발전기의 성능요건은 엄격하다. 비상 디젤발전기는 

몇 가지의 규정된 구동신호에 반용해 짧은 시간 내에 규정된 부하운전올 할 수 있어 

야한다. 이때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대형 LOCA 동의 요건에 의해 규정된다. 

비상 디젤발전기의 빠른 구동은 사전 윤활의 기간이 없다면 발전기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점검 동안의 짧은 부하운전까지의 시간은 디젤발전 

기의 손상을 가속화하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다. 빠른 부하운전은 디젤발전기 피스톤 

과 실린더 내벽의 손상을 심화시킨다. 이로 인한 실린더 내벽의 마모는 정상 운전시 

마모의 40배 이상이나 된다. 이러한 빠른 부하운전 점검은 18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소외 전원상실사고를 대비한 점검시 이외에는 가급적 피해야하고 보통의 최고부하까 

지 발전기의 구동에서부터 걸리는 시간은 30분이 권장되고 있다. 

- 발견사항 

. 비상디젤발전기는 안전에 대단히 중요 

. 비상디젤발전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주 점검 

1) 어떤 기술지침서에서는 다른 안전 관련 계통이 동작불능이면 점검을 요구 

2) 어떤 기술지침서에서는 동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의 구동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즉시 구동 또는 1시간 내의 구동 매 8시간마다의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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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요구 

. 기기의 이용도측면에서 볼 때 너무 작은 점검과 시험은 안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 

. 빠른 부하운전 (rapid loading)은 디젤발전기의 손상의 주요 원인 

. 기술지침서에서 요구하는 24시간 시험 중 5분내의 빠른 구동 시험을 수행하 

는 데는 어떤 안전성 측면에서의 근거도 없음 

- 권고사항 

. 비상디젤발전기 자체가 동작불능인 경우(지원계통이나 독립적으로 시험가능 

한 부품은 제외하고) 공통원인 고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다른 비상디젤발전기는 단 한 번 점검할 수 있고 8시간 내에 점검할 수 있다 . 

. 비상디젤발전기는 refueling outage LOOP 점검이외에는 공급자의 권고를 따 

라 시험해야 한다. 

24시간 내에 비상디젤발전기의 점검이 수반되는 hot-start 점검은 비상 

디젤발전기 구동 표본시험이 되어야 한다. hot-start 점검이 요구된 5분내에 

수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 24시간 내에 비상디젤발전기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유일한 점검요건은 hot-staπ 점검은 디젤발전기를 계속적인 속도로 2 

시간 운전하거나 운전 온도가 안정될 때까지 운전하는 도중의 5분내에 수행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 비상디젤발전기와 동작불능인 트레인이나 하위 계통에 연관되지 않은 다른 계 

통의 시험을 요구하는 대체 점검 (altemative testing) 요건은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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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 평가 모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시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의 평가모텔에 대한 연구는 오 

래 전부터 적절한 가정들과 대상 기기 및 계통의 특성에 따라 많이 수행되었다. 일 

반적으로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에 대한 모델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델링 하여 평가되었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확률론적 평가 

시 사용하는 대표적 모텔들을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다. 

2.1 점검주기 평가 모댈 

원전의 공학적 안전설비는 정상상태 (nonnal conclition)에서는 작동되지는 않으나 비 

상상태 (emergency conclition)의 동작 요구에 의 해 작동하는 다중시 스템 (redundant 

system)을 포함하고 었다. 이런 다중시스댐의 동작 가능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점검 

주기， 점검시간， 점검전략， 그리고 기기들의 고창원인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다. 이 

에 대한 모텔 중 점검주기 모텔은 기기 단계 (component leveD에 제한하여 설명하고 

허용정지시간 모델은 발전소 단계 (plant leveD를 중심으로 하였다. 

(가) 인적오류를 고려한 다중계통의 이용불능도(11 )(12)(13)( 14)(15)(16) 

교번점검 (staggered test)과 순차적 점검 (sequential test)도중에 발생하는 인적오 

류(human error)에 대해 모델링 하여 기기의 이용불능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기기들 간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점검하므로 교번점검시 인적오류는 독립 

적으로 가정하고 순차적 점검의 경우는 다중성 기기의 점검이 시간간격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종속성을 고려하고 그 종속성에 대해 조건부 확률 

(conclitional probability)을 이용하여 이용불능도를 구하였다. 이용불능도 계산 결파 

기기들의 특성에 따라 인적오류가 이용불능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적오류를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 

어 이에 대한 많은 분석방법들 중 보편화된 것은 아직 까지는 없다. 그러나 다중계 

통의 점검전략에 따른 인적오류 적용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기기에 대한 

점검 및 보수시 인적오류를 평가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중계통의 

이용불능도를 구하는데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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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댐의 기기는 일정한 failure rate에 의해 대표되는 실패에만 민감하다. 

- 시험과 수리는 시스템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 시험과 보수 후에 시스템의 상태는 다시 좋아진다. 

- 시스템은 k/n G logic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n 기기들 중에 적어도 k 개만 

성공한다면 시스템은 성공이다. 

- 시스댐의 기기들은 일정한 실패율(failure rate)을 가진다. 

이러한 가정들과 점검주기 점검 및 보수시간 그리고 점검 및 보수로 인한 인적오류 

를 고려하여 단일 기기에 대한 이용불능도를 구하는 과정에 제한하여 설명하면 다음 

과같다. 

x r, 

-
-
-
。

----펴 

그림 2.2.1 단일 기기에 대한 점검 시간간격 

- OA 구간 이용불능도 (0< t<Q ) 

이용불능도 QOA (t) = Q。’ +(1 -Q。’ )F ’ (t)

평균 이용불능도 <DOA > = Qo'Q + (1 - Qo') JO .Q F'(뼈 

(1) 

(2) 

- AB 구간 이용불능도 ( Q<t<Q+ ζ ) 

평균 이용불능도 <DAB > ι (3) 

- BC 구간 이용불능도 (Q+ r,..< t<Q+ rr+ X ) 

<DBC > = ror+ (1 - ro)[Qor+ (1 - QO)JorF (t )dt] (4) 

- CF 구간 이용불능도 (Q+ ι+ r<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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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 /1 \r r. '/1 r.\ r' -ro/,\ ,Jl 
<D짜 > = τ감지rr+ YOr+ (1 - Yo)IQor+ (1 - QO) • FC뼈 (5) 

수식 (1 )-(5)의 합은 단일 기기에 대한 평균 이용불능도를 나타낸다. 

r.Q ro' / ,\ ,,' T - Q 
<DOF> QI。’Q + (1- Qo ’) L F ’ (t)dt + ~--L ~.:; {rr + YOr + (1 - YO) Jo ~ "/~" r+ r r 

X [ QOr + (1 - QO) fo'FC 팩} 

수식 (6)을 다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I /"\ ' r'\ I , ., /,,\' \. r!J ~ , , -L\ _11 I T - Q 
qav = τj:; I Qo ’Q + (1 -Qo ’) L F ’에 dt + ----{rr + ηr + (1 - YO) T \ "'u ww , ，~ "'U / JO ~ r+ r r 

X [ QOr + (1 - QO) fo'FC팩}) 

수식 (7)을 일차적으로 풀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 ~ , (1- QO) r'~ ，.\ •. 1 
qaν = 푸 + Yo + (1- Yo)1 Qo + ~τ~ • F(썩 

이를 다시 아래 가정을 사용하여 정리하면 수식 (9)로 정리된다. 

F (t) = 1 - exp ( - Àt) ::::: Àt if Àt < 0.10 

qav = 풍 + Yo + (1 -η)[ Qo + (1- Qo)융세 

Yo < < 1, Qo < < 1 인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불능도는 나타난다. 

qav 순 + Yo + Qo + 융 Àt 

판 = 점검 및 보수로 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요소 

η = 점검 및 보수로 인한 인적오류 

Qo = 요구시 고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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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Àt = 작동시 고장률 

단일 기기에 대한 이용불능도의 최소값은 수식 (9)의 점검주기에 대한 미분값이 0인 

r*일 때이다. T*는 단일 기기에 대한 이용불능도 면에서 최적화된 값으로 볼 수 있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r = [1 1- η렀 - Qo)A ] U2 = (똥) (11) 

(나) PSA에서 의폰생 (Dependence) 모렐(CCF， SOK)(17) 

확률적 의 존성 모텔들은 공통원 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CCF)을 포함하며 

기기 고장을 다루고 있다. 공통원인고장은 최근 다중계통이 많은 원자력 분야에서 

기기의 고장 분석시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미국의 동력로에서의 비정상적 

인 보고서에 근거한 Taylor의 고장원인 연구에서 379 가지의 독립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고장사건 그룹이나 기기 고장들 중에 78 가지가 둘이나 그 이상 기기들의 

공통 원인 고장에 관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통원인고장에 대해 수행한 연구는 특정 일변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논 

의한 연구는 폰재하는 반면，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분석 방법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공통원인고장에 관련된 이슈들은 하나의 모델로 해석하기에는 너 

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공통원인고장은 PSA 평가시 인적오 

류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인자로 인식되고 기존의 기기 고장원인으로 사용 

한 l작동시 고장(Random Failure)' 분석이라는 것은 대기 상태의 많은 기기들을 구 

성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기기 고장 분석시 수행할 수가 없어， 그 의폰성들을 논의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반면에 공통원인고장 분석은 계통의 불 

이용도에서부터 지배적인 사고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어떤 PSA에서도 중요한 부분 

이다. 

이러한 의존성 분석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모텔이 있는데 이는 CCF 모델과 SOK 

모델이다. CCF 모텔은 가능한 의존성(공퉁원인고장)을 포함하는 고장 모텔이며， 변 

수들의 집합에 의해 그 적용 조건이 결정된다. SOK 모텔은 이러한 변수들의 산술적 

M 

μ
 



값들을 취급하기도 하며， 또한 공통원인고장과는 다른 의존성(상관식들)을 다룰 수도 

있다. 

CCF모델 변수의 산술값들은 기기들의 고장 상황에 관한 다른 가정을 의미하는 것 
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가정들 각각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SOK 방법이다. 이 SOK는 확률 분포에 의해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확률적으로 서로 독립인 기기들에 대한 이용불능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여러 고장들 사이의 결합(Coupling)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이용불능도들은 

동일한 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SOK 단계에서는 완전 의존성이 
폰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비조건부(UnconditionaI) 의존성이 있는 기기들에 대해 
서는 이용불능도식이 SOK 방법에서의 경우와 다르게 된다. 이는 이용불능도는 비조 
건부 의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즉 CCF 모텔은 변수들의 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고， SOK 모텔은 이러한 변수들의 산술값들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의존성은 둘 중 어느 하나의 모텔에만 존재할 수도 있고 두개의 모델 모두 

에서 폰재할 수도 있다. 공통원인고장 모텔은 확률적 모텔 단계에서 의존성을 분석 
하는 것에 반해， SOK 의폰성은 두개나 혹은 그 이상의 변수들의 산술값을 결정하는 
정보에 있어서의 공통성 때문에 폰재하게 된다. 두 개나 혹은 그 이상의 기기들의 

이용불능도는 조건적으로 확률적 독립성을 가질 수도 있다(즉， 공통원인고장 체계가 
도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불능도는 SOK 단계에서 제시되는 의 
존성 때문에 비조건부 의존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비조건부 독립성을 가 
진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나 SOK 단계에서나 모두 독립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 CCF 모탤 

앞에서 언급했듯이 PSA을 통해， 외부 사건(External events)에서부터 평상적인 
시험 동안의 인간 조치에 이르기까지 확률적 의존성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모델화 
했다. 명시적인 모델이 개발되고 나면， 완결성 문제가 남게 된다. 즉 중요한 어떤 것 
을 빠뜨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경수로에서 대개 발견되는 형태인 다중 계통에 
대해서 Apost이akis의 연구에서는 그 계통들에 대해 가능한 하한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분석을 완결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범위( 10 -5)보다 훨씬 작은 
이용불능도에 대해서는 분석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Kaplan과 G없Tick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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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껴와 ?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β = 2,1 2 + ,1 3 

,1 1 + 2,12 + ,13 
(6) 

-nJ ;A ‘
껴
 

-+ -n/i ;A 
R
ι
 

--V/ (7)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위 식들이 특정 기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j는 다른 기기들과도 연관이 있는 특정 기기의 조건부 고장률이다. 종종 사용되듯 

이 다중 기기 고장의 조건부 발생률이 아니다. 이는 그러한 고장률은 특정 기기에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BFR 모탤 

Vesely 에 의해 개발되고 Atwood가 보완한 바와 같이 BFR 모텔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단지 하나의 기기만을 고장나게 하는 충격 (Shocks)은 일정한 고장률 A로 발생 

- 하나의 기기 이상을 고장나게 할 수 있는 충격은 μ의 비율로 발생 

- 그러한 충격이 발생했다면 기기들의 고장률은 조건적으로 독립이며 이항 분포 

기기의 조건부 고장 확률은 ψ 

- 모든 기기들을 동시에 고장나게 하는 충격은 ω의 비율로 발생 

4) MFR(Multinominal Failure Rate) 모댈 

Moieni와 Apost이때IS에 의해 제시된 이 모델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기기들의 독립적인 고장은 ifJ l 의 비율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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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상의 기기를 고장나게 하는 충격은 μ의 비율로 발생 

- (위의 2에서와 같이)주어진 충격에 대해 고장 비율(Fraction) 정의 

. <Po = 고장이 없는 경우의 조건부 비율 

. <P l = 정확히 하나의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의 조건부 비율 

. <P2 = 정확히 두 개의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의 조건부 비율 

. <P3 = 정확히 세 개의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의 조건부 비율 

이러한 비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 

<Po + <P l + <P2 + <P3 = 1 

BP 모델의 변수와의 관계식은 다음 수식 (19)과 같다. 

Àl = <P l + μ<P b À 2 = μ<P2' À3 = μ<P3 

여기에서의 계통 이용불능도는 

/r( X s = 1 1 <P1. μ ， φO. φ 1. <P 2. <P3) 

= μ<P3 + (<P l + μ<P l)3 + 3( <P l + μ<Pl)μ<P2 + 3(μ<P2)2 

이다. 

(2) SOK 모웰 

(18) 

(19) 

(20) 

변수 벡터 ￠값에 관련된 SOK는 확률 밀도 함수 π〈 φ)의 측면에서 표현된다 그 

럴 경우， 비조건부 계통 이용불능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Qs = f d，뼈φ)f，κXs = 11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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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φ)를 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Baysian 통계학 접근 방법이 이용된다.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분석자의 총체적 지식 즉 통계적 증거뿐만 아니라 공학적 판단을 반영 

해야 한다. 전형적인 적용 방법에서는 공학적 판단과 통계적 증거를 Bayes' 

Theorem을 통해 결합시키게 된다. 

1) 여러 모댈들에의 적용 

BP, MGL, 그리고 BFR 모텔들에 적용 가능한 통계적인 방법은 Fleming과 

Mosleh에 의해 고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상관식은 분석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산술적으로 중요한 오류를 야기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Apostolakis와 Moieni 

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 보여진 바가 있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MGL 모델의 β， ì' 동의 변수들은 주어진 기기에 대하여 

정의된다. 그러므로， 1/3 계통에 대해서 MGL 모델의 j는 한 특정한 기기에 관련된 

다중 고장들의 동일한 기기에 관련된 모든 고장들에 대한 비율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고장들(한 특정 기기를 참조하지 않은)에 대한 모든 다중 고장들의 비율을 나 

타내는 것은 아니다. MGL 모텔의 기본적인 특정은 모든 변수들이 기기 고장틀에 대 

해 유용하게 정의되고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η)(j 기기들이 고장을 일으키는 

잠재적인 혹은 실제적인 공통 원인 고장의 수， j = 0, 1, 2, 3)를 다음과 같이 고려 

할 수 있다 nl은 단일 고장으로， 2 n2는 (이중) 기기 고장들로， 그리고 3 n3는 (3중) 

기기 고장들로 볼 수 있다. 그러면 MGL 모텔에서는 이러한 증거(Evidence)에 대한 

Likelihood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Multinominal 분포로 주어진다. 

L(nl , 2η2 ， 3η3 ， I β， r) α (1 - ß) ’1, [ß(1 - r)] 2n2 ( βr) 3n, (22) 

이를 이용하여 이전 확률 밀도 함수(Prior pdf)는 정보가 없을 때에 대해 À3의 이후 

분포(Posterior distribution)- 베타 분포 -를 구할 수 있다. 

À3 -b(À3 I η3 + 0.5 , N D - n3 + 0.5) 

N L : 계통 요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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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3)의 평균값은 수식 (24)으로 나타낸다. 

τ n3 + 0.5 
/1 3 - N D + 1.0 (24) 

MGL 모텔에서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13를 구한다 

채'GL = Àcß1' (25) 

위 수식 (25)의 우변에서의 각 인자들이 베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정 

보를 이 용하여 Posterior distribution을 구하면， 

Àc-b(Àc 1 η1+ η1+ 2η2 + 3η3 + 0.5 ,3ND - (n1 + η1 + 2n2 + 3n3) + 0.5 

β-b(β 1 2n2 + 3n3 + 0.5 , n1 + n1 + 0.5) 

r-b(r 13η3 + 0.5 ,2n2 + 0.5) 

(26) 

이다. 그리고 그 평균값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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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2 + 3n3 + 0.5 
n1 + η1 + 2n2 + 3n3 + 1.0 

(27) 

3n3 + 0.5 
y = 2%2 + 3%3 + 1.0 

위 수식 (27)들을 이 용하면， 

+ 
-+ 웰

 찌
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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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산술 계산의 예: 

η1 = 13(단일 고장)， n2 = 2(이중 고장)， η3 = l(삼중 고장)， 

N D = 500 (계통 시험). 

표 2.2.1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평균값이 MGL 모텔에서 약간 낮게 평가되었 

음을 볼 수 있다. 분산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더 중요하다. 표 2.2.2에서는 n3 = 0 

인 경우의 결과를 제시한다. 

표 2.2.1 n3 = 1 일 때 의 계 산 예 : 

직접 계산 MGL 모델 
평균 분산 평균 분산 

À3 3.0x 10-3 5.94x lO-6 2.15 X 10-3 1.36 x 10-6 

Àc 1.83 x 10-2 1. 19 x 10-5 

h 0.267 6.76X lO-3 

7 0.438 2.73X lO- 2 

표 2.2.2 n3 = 0 일 때 의 계 산 예 : 

직접 계산 MGL 모텔 
평균 분산 평균 분산 

À3 9.98 x 10-4 1. 98 x 10-6 2.93 x 10- 4 1. 76 X 10-7 

Àc 1.63x 10-2 1.07 x 10-5 

j 0.18 5, 67 x 10-3 

7 0.10 1.5x l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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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의 경련화(Aging) 효과를 고려한 이용불능도(18)(19) 

기기의 수명 l은 실패 없이 대기중이거나 작동하기 위해 설치된 시간으로부터 사 

용이 다 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된다. 기기의 경련화(aging)는 오래된 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새로운 기기보다 사용시간이 더 짧고 수명이 더 짧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기의 경련화 현상은 기기의 수명 l 이 증가할수록 기기 실패율이 

나 시간 평균 실패율의 증가형태를 가지는 첫 번째 실패 밀도 함수(first failure 

density FFDs)에 의해 특성이 나타난다. 기기의 경련화를 신뢰도 관점에서 기술하 

는 것과 보수 절차와 연관시키는 작업은 노후현상이 많은 기기에서 발생하고 기기의 

이용도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정 하에서의 경련화되는 기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976년에 Plaz 

에 의해 시간에 따른(time-dependent) Weibull 분포를 따르는 FFD를 갖고 주기적 

으로 점검 받으며 고장이 발견될 경우 보수되는 기기의 이용불능도는 상수 실패율을 

갖는 기기의 톱니 거동(saw-tooth behavior)을 보이기 전에 진폭(amplitude)의 크기 

가 크게 변하는 진동( oscillation)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WeibulI 분포는 기 

기의 경련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성을 가진 FFD 중 한 분포형 

태이다. 그러나 기폰의 상수 실패율로서 기기의 이용불능도를 계산한 결과와 위에서 

기술한 시간에 따른 이용불능도의 거동을 비교 분석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는 없었 

다. 원자력 발전소의 PRA 연구의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점검 받는 기기의 이용불 

능도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한 정상상태 (steady-state)의 값으로 표현된다. 

qstati‘c =1+넓따~[않p( - W static1) -1] 

: 융 Wstatic T 

(29) 

여기에서 Wstatic은 고장평균시간(mean time to failure) MTTF의 역수로 정의되는 

고장빈도이다. 시간에 따른 기기의 노후현상이 주기적으로 점검 받거나 수리되는 기 

기의 불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FFD에 어떤 제한 조건도 적용하지 

않고 점검이나 수리/교체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화된 수식을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102-



(1) 방법론 

사용된 방법론은 보수가 고려된 기존의 renewal equation의 표준 연장형태이다. 

ω(t) = i (t) + Io매 f( t'， 에 Io: 따 ω (t") 따 t"， t') 

= 7(” + Lrd’ ω(t') Irtdt" 엉 t' ,t") f (t" ’” 
(30) 

식 (30)은 a) t=0에서 새것이 아닐 수도 있고 b) 수리 후 노후가 없는 새것과 같 

은 상태 (as good as new)로 복원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리가 없는 기기의 

FFD와 수리후 기기의 FFD를 구분한다. 수리나 보수가 기기를 노후가 없는 상태 

(age zero)로 복원시 킨다는 가정 하에 서 FFD는 다음과 같다. 

f (t', t) = 시 t- t') exp (- Iot- ( dt" À( t") ) (31) 

이용불능도 q(t)를 최근의 보수 t’에서 수행된 경우 t에서의 기기 불이용도 

q(t'’ , t)로 나타내는 것이 더욱 편리할 경우가 있다. 최근의 점검 (survei11ance test)이 

S(t)<t에서 완료되었다면 이용불능도는 다음과 같다. 

q(t' , t) = 1 - exp ( - 지끄t& 시 t") ) (32) 

식 (32)는 점 검 이 기 기 의 노후(age)를 변화시 키 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유도되 었 

다. 식 (32)를 사용하면 기기 불이용도 q(t)는 다음과 같다. 

q(t) = Iot dsfs(s , t) { fst뼈t') + Ios뼈t')R(s- t')q(t' ，씨 (33) 

여기서 보수가 “에서 완료된 기기의 신뢰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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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채) = exp(- Lt잖À(t’)) (34) 

보수 밀도함수 (repair density)는 다음과 같다. 

뼈 = Jo
t

뼈(()따 í ， t) (35) 

식 (33)에 사용된 !sCs, t)ds는 최근의 점검이 시간 S와 s+ds 사이에서 완료될 확 

률올 의미한다. 식 (33)는 최근의 점검 시간이 stochastic variable이라는 사실을 설명 

하고 식 (33)의 첫 번째 적분항은 첫 번째 실패가 불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 

다. r( f’ )R(s-f’)는 최근의 수리 밀도(repair density) t.} 최근 수리 빈도(repair 

frequency)로 해 석 될 수 있다. 

식 (30) -(35)는 원자력 발전소에의 응용에 사용되는 !(t), g( í , t) , S(t)의 선택 

에 반영되는 r( t) , zν(t) ， q( t)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 

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점검 (test)은 각 기기에 대해서 T시간 동안 수행된다. 

- 기기의 고장은 점검에 의해서만 발견되며 다른 경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 점검과 수리 기간은 T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다. 

위의 가정에 따라 g(t'， t")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야 í') = 옳8(('-때H따-t’싸H[ (k- l) T- t']} (36) 

식 (30)을 nT<t<(n+ J)T에 대 해 적 분하면 다음과 같다. 

q(”= ￡;쉰(t') + 앓q(kηR[(n- 떼 T] q(kT, t) nT<t<(n+J)T (37) 

R(t- “)는 식 (34)에서 주어졌으며 q(kT, t)는 다음과 같다. 

q(kT, t) = 1 - 않p( - J(댔TdíÀ( t') ) (38) 

식 (33)-(35)의 장점은 위의 가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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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의 정련화가 주기적으로 점검 받는 기기에 미치는 영향 

경련화 과정의 기술에 사용되는 기준을 만족하는 두 가지의 FFD는
 Weibull 분포 

(Weibull distribution)와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이다. 다음의 예는 시간에 따 

른( time-dependent) 기기 이용불능도에 미치는 경련화의 영향을 설명한다. 이 작업에 

사용되는 FDD는 다음과 같다. 

- 제 한치 (threshold)를 가지 는 Weibull 분포 

- 제한치가 없는 경우의 정규분포 

두 가지의 예에서는 t=O에서 기기는 새로운 상태이고 따라서 f (t) = f(O , t) 이라 

는 가정이 사용되었다. 

1) Weibull 분포 

Weibull 분포에 따르는 FFD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f t) = {Ao(판) b exp [ _뚫( b+(판f+l] (39) 

otherτuise 

식 (39)에서 사용된 r는 기기의 노화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b는 Weibull 분포의 형태 

인자(shape parameter)이다. 이러한 FFD의 실패율은 다음과 같다. 

if 1 < r 
(40) 

otherwise 

따라서 식 (34), (37), (39) , (40)는 다음과 같다. 

q(t) = R(nnq(O , t) + 흘q(kηR[(n- 꾀ηq(kT， t) ηT<t<(n+ l) l 

n = 0, 1 , ... ; k = 0, 1, ... , 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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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1)에서의 R (l), q(kT, t)는 다음과 같다. 

(0 = {exp{-뚫[bt(주 f+l]} 
if 1 < r 

(42) 
otheηvzse 

1- exp[Ào( t- ηη] if (η -k)T < r 

1- exp~ - Ào( r- nη Ào τ [ (t- kT)b+ l- rb]~ l .. U' .' .. 4 / ( b + 1) rO L , ... 4 / • "J 

q(kT, t) = if ( η - k) T 2 r , t- kT < l 

- exp! - -」L-τ [ (t-때 b+ 1 _ ( n _ k) b+ 1 Tb+ 1] ~ 
(b十1) rO 

L ,. ~ J 

otheηνise 

(43) 

MTTF는 식 (11)의 f(t’，t)에서 구해진다. 

MTTF = Jo∞뼈(0 ， t) 

10 {1 - exp( - À O에 + (뚫(b+l} (44) 

x exp ( -짧)[ r(∞，삶) - r(뚫，삶))} 

식 (44)의 I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y, a) 프 jLy&xa-l e--x (45) 

위에서 유도된 식을 사용한 계산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q(t)/qs짜c 는 WeibuJI 분포를 따르는 실패율을 가진 경우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알려 

졌듯이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진동(damping oscillation)올 하다가 주기적으로 점검 

과 수리를 받는 기기의 톱니 거동으로 안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D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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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ation의 주기는 MTTF보다 약간 큰 값으로 일정하고 점검주기가 줄어들수록 

안정시간(settling time)은 늘어난다. 점검주기가 늘어날수록 진동시간중의 q(t)/qs짜IC 

의 진폭은 줄어든다. 

2) 정규분포 

제한치가 없는 정규분포에 따르는 FFD는 다음과 같다. 

/(t', t) 돼했p[-~삶μ~] 
(46) 

식 (46)에서의 μ는 평균값(mean)을 o 는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규화 상 

수 (nonna1ization constant) C 는 다음과 같다. 

c = Jo
∞d찮a exp [ _-.i1짧즈] 

= 융 [1- Er/(- 찮)]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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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μ << 0 인 경우 식 (6) ,(9), (0) ， (46)-(48)은 다음과 같다. 

q(t) = R(nη q(O , t) + 훌q(kT) R[ ( η - k) T] q따 ” ηT< t< (n+ l) l 

n = 0, 1 , . . . ; k = 0, 1, . . . , n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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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9)에서의 RW, q(kT, t)는 다음과 같다. 

R(/) = 1- 융[E상(-1-찮) - E상(-찮)] (50) 

q(kT, t) = 
E상(-휩융) - E상( _-1η뿔)￡- μ ) 

2-[ Erf(-~평;- Jj) - E상(-월융)] 
(51) 

정규분포에 대한 계산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q(t)f qstatic은 진 

폭이 점점 줄어드는 진동(damping oscillation)올 하고 그 주기는 MTTF보다 약간 

크다. 오랜 기간의 시간의 경우에는 q (t)/ qstatic의 진폭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고 

qstatic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폭은 T7t 중가할수록 감소한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기기의 시간에 따른 이용불능도 q(t)를 실제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고 기기 경련화의 확률적 기술 기준에 부합되는 두 가지 분포를 사용하 

여 개발한 방법론으로 평가 수행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q(t)/qstatic은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진동(damping oscillation)을 하고 최종적으 

로는 주기적으로 점검과 수리를 받는 기기의 톱니 거동(saw-tooth behavior)으로 안 

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진동의 주기는 거의 MTTF와 같다. 그리고 qs띠tzc과 점 

검 바로 전의 기기 이용불능도의 비는 상당히 큰 값을 가질 수 있고 점검주기가 증 

가할수록 감소한다. 이 결과에서는 시간에 따른 이용불능도는 평균치라도 통상적으 

로 계산된 정적 이용불능도(sta디c unavailability) qstatic과는 값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방법론은 원자력 발전소에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 

고 따라서 연속적인 점검과 최근의 점검시간이 확률분포값을 갖는 경우와 같은 여러 

가지의 상황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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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간 의존성을 고려한 기기 고장분포와 보수정책에 따른 이용불능도(정) 

고도의 신뢰성을 가지는 복잡한 계통은 신뢰도 분야의 효율적이고 정량적인 방법 

론의 실제 적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신뢰도 분야의 방법론들의 사용은 비용과 

성능상의 절충( trade-off)의 기반이 되고 계통의 운전 절차와 보수의 최적화에 도움 

이 되어 왔다. 많은 복잡한 기술이 사용된 발전소의 안전계통들은 비상 상태 

(emergency condition)하에서의 운전을 위해 설계되었고 따라서 해당 계통들은 대기 

상태에 있도록 고려되었다. 이 계통들은 발전소의 정상 운전상태에서는 보통 비활성 

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통의 기기들은 “드러나지 않은” 고장으로 정의된 종류의 고 

장 상태를 겪게 된다. 이 사실을 기기의 고장이 전체적인 실증 점검 절차에 의해 발 

견될 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상태의 기기는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검사 받으며 고장이 발견되면 정비되거나 교체된다. 부가적 

으로 이러한 기기들이 동작 요구시 동작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방적 

보수(preventive maintenance)가 실시되기도 한다. 어떠한 기술적 계통이라도 그 주 

된 목적은 최소의 비용에 그 계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통의 실패를 

막는 일은 계통의 설계와 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계 

획된 예방적 보수 계획은 이러한 안전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년 동안 확률론적 모텔령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대기 다중계통(standby 

redundant system)에 사용된 기술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정도로 발전했고 많은 연 

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많은 연구들은 대기 계통의 운전 환경이나 기기의 

특성에 중점을 두어 왔고 다양한 특성과 기준을 만족하는 모델을 개발해 왔다. 많은 

연구들은 대기 다중계통에 대해 분석해 왔고 계통 이용불능도， 실패평균시간(mean 

time to failure : MTTF) 계통구역으로의 방문자 수， 계통 이 익률 동의 계통 파악에 

중요한 여 러 인자들을 평 가해 왔다. 이 러 한 방법 들은 regenerative point technique, 

supplementary variable technique, Markov renewal process, semi - Markov process 

동의 분석 기술에 사용되 어 왔으며 기 기 의 다양한 고장과 정 비 분포(failure and 

repair distribution)의 결정에 사용되어 왔다. 또한 중요 계통의 비용 최소화， 정상상 

태 (steady-state) 와 관련한 이용도의 최대화와 같은 성능수행 인자를 고려한 중요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상상태 (steady-state)는 긴 시간이 지난 후 계통의 한계 상황이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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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의 경우에서는 이 기간이 기기의 수명보다 길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경우에서 

는 분석의 관심이 되는 기간 동안의 기기의 평균 이용불능도를 계산하는 편이 더욱 

실용적이다. 이에 덧붙이면 순간 불이용도Onstantaneous unavailability)의 최고치 

(maxima)는 안전계통을 대상으로 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계통의 특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용불능도 분석에 사용되는 확장되고 유 

연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계통 이용불능도 시간의존성에 대한 수학적 방법론은 

discrete renewa1 theory를 사용한 회 귀 관계 식 (recurrence relation)을 일 반화해 사용 

했고 적절한 기기 지표(component indice) 집합이 계산되었다. 기술된 방법론은 기기 

수명의 업의 확률분포 가정과 세 가지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점검/보수 전략의 고 

려 에 서 개 발된 회 귀 공식 (recursive equation)으로 구성 된 다. 

보수시간(maintenance duration) , 정비절차， 보수시간 간격 (maintenance intervaD , 

점검주기 동과 같은 대기 다중계통의 실제적인 운전 특성 또한 고려되었으며 이러한 

고려는 기존의 여러 방법론을 확장한 것이다. 평가될 정확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순간 이용불능도(point unavailability)는 주어진 시간에서의 기기 실패 확률을 의미하 

고 기간 이용불능도Onterv머 unavailability )는 기기가 사용 불능인 상태 점검시간의 

비율을， 평균 불이용도(average unavailability)는 분석의 관심이 되는 기간 동안의 

평균 기기 실패확률을 의미한다. 다중성을 가진 대기 계통에 대한 이용불능도 분석 

은 동일 계통내의 기기들의 조합으로 수행되는 교번점검을 고려함으로서 수행되었 

다. 

(1) 방법론의 일반 개념 (General Concept of the Methodology) 

대기 계통 불이용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적용되는 점검/보수 전략이 

다. 여러 가지의 점검/보수 전략은 비용， 이용불능도 둥과 같은 여러 기준에 따라서 

검토되었고 적용되어 왔다. 다음의 세 가지 점검/보수 전략은 통상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점검전략들이다. 

- 전략 1 가장 널리 이용되는 전략으로 수명의폰 보수 전략(age-dependent 

maintenance)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보수나 정비가 수행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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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기의 보수주기(maintenance interval)가 끝난 후에 다음 기기가 

보수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 전략 11: 기기의 meantime 동안의 정비에 관계없이 마지막 보수가 수행된 이 

후 한 기기의 보수주기(maintenance interva1)7} 끝난 후에 다음 기기 

가 보수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수기간이 일정한 방식이다. 

- 전략 III: 한 기기의 보수는 수행되지 않지만 기기의 고장이 발견되면 수리나 

교체가 이루어지는 방식(고장 수정 보수방식， failure corrective 

maintenance policy) 

기기의 실패에 대해서 대기 기기의 세 가지 경우에 따른 이용불능도 계산을 위해 

확률론적 모델령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다음의 현실적 가정을 기반 

으로 한 recursive equation이 도출되 었다. 사용된 가정 들은 다음과 같다. 

검사(inspection) 절차의 결과로 기기 상태의 적절한 분류가 수행된다. 이 

사실은 한 기기가 실패했다면 이 고장은 점검에 의해 발견되고 따라서 인간 

실수(human error) 확률은 0으로 가정 한다. 

- 검사는 대상 기기나 계통의 다른 기기들에게 손상올 입히지는 않는다. 

(점검으로 인한 고장 확률은 0으로 가정한다.) 

- 검사주기는 해당 정비나 보수 시간(repair and maintenance duration)에 비해 

무시할 만하다. 따라서 0으로 가정된다. 

- 정비와 보수는 다음 예정 검사이전에 완결되고 기기는 원상 회복되고 수리나 

보수 자체는 다른 기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 검사주기 tc는 일정하게 고정된다. 

- 기기는 고장이 발견되면 수리나 보수에 들어가고 수리 보수 시간 tr는 

고정된다. 

- 정비는 예방적 보수시 동시에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순위에 따른다. 

- 한 기기가 보수를 받게 된다면 연속적인 두 보수주기사이의 보수주기 TM과 

보수시간 tm은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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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주기 TM는 항상 검사주기 tc의 정수배이다. 따라서 보수주기와 

검사주기의 비율 N= TM/tc은 항상 정수이다. 

- 한 기기가 시간 tpr동안 검사를 받는다면 그 기기는 기기의 수리나 보수가 

완료된 시간 tpr + tr 나 tpr + tm에 다시 운전이 되며 tpr + tr + tc이나 

tpr + tm + tc 이 아닌 tpr + tc에 다시 검사를 받는다. 

한 기기의 고장은 n 번째의 검사기간 중에 발견될 수 있으며 n은 1에서 ∞까지 

변화할 수 있다. 이는 기기의 수명이 그림 2.2.2와 같이 검사주기로 나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절차는 (n- 1)t c 시간에서의 기기 검사에서 기기가 동작할 수 없다 

는 사실이 입증되면 실행되는데 이는 n 번째 시간 주기는 부가적인 두 시간주기 

[ (η - 1) tc ， (n- 1) tc + μ]와 [ (η - 1) tc + tr, ηtcl로 분할됨을 의미한다. 만일 그 

기기가 정상적인 동작 상태라면 보수절차는 고려대상의 점검전략에 따른 보수 계획 

에 따라서 요청되었을 경우에만 수행된다. 따라서 n 번째 시간 주기는 또 다른 두 

시간주기 ((n- 1) tc,(n- 1) tc + tml와 ( (η - 1) tc + tm. ntcl로 분할된다. 

tr tc - tr 

tm tc - tm 

(η- 1)( (η - 1) tc + tm ( η - 1) tc - tr ntc 

그림 2.2.2 검사 시간 주기 특성 

(2) 순간 이용불능도 명가 

시간 주기 n에 속해 있는 시간 t에서의 드러나지 않은 고장에 의한 기기의 이용 

불능도는 모든 가능한 그리고 기기가 처할 수 있는 다른 고장상태를 고려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기기가 시간주기 [(n- 1) tc, (n- 1) tc + trl 에서 수리되거나 

[ (η- 1) tc ， (n- 1) tc + tml사이에서 보수되거나 [(n- 1) tc. ntcl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다음의 사건들은 n 번째 시간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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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이다. 

-Fη(t) 한 기기의 고장이 시간 t에서 발생하고 시간 t는 n번째 검사주기 

[ (η-l)tc ， ηtc] 에 속해 있다. 

- Gn1 (t) : 수리/보수 절차가 n번째 검사주기에서 수행되고 시간 (n- l) tc에서부 

터 시작된다. 

-G뼈(t) 보수절차가 n번째 검사주기에서 수행되고 시간 (n- l) tc에서부터 

시작된다. 

-G혀(t) 보수나 수리 절차가 n번째 검사주기에서 수행되지 않고 간단한
 

검사만이 시간 (n-l)tc에서 수행된다. 

위의 정의에 따라 사건 Gnb G.a., G혀은 시간주기 (n- l) tc에서 가능한 모든 사 

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진다. 따라
서 순간 이용불 

능도를 계산하는 다음 수식 P(Fn(t))은 전체 확률정리를 사용하면 유도될 수 있다. 

유도된 P(Fn(t))는 다음과 같다. 

P( Fn(t)) = P( Fn (t) I Gn1)P( Gn1) + P( F nC t) I G갱)P( G강) + P( F n(t) I G갱)P( Gn2) 

= An (t) + Bn(t) + Cn(t) 

An(t) = P( Fn(t)nGn1 ) + P( Fn(t) I Gn1)P( Gn1) 

Bn(t) = P( F n(t) nG갱) 十 P( Fn(t) I G갱)P( G.a.) 

Cn(t) = P( F n(t) nG떠) + P( Fn (t) I G혀)P( G펴) 

(52) 

(53) 

(54) 

(55) 

첫 번째 검사주기 (0 , tc]에서는 주기의 시작에서는 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식 

(53)-(55)는 다음과 같이 간략화 된다. 

A1 (t) = p(t)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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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t) = C1 (t) = 0 (57) 

식 (56)에서의 p(t)는 축적 실패 확률함수(cumulative failure probability 

function)를 의미한다. 기기의 불이용도는 기기가 보수되거나 수리되면 1이 된다. 따 

라서 식 (52), (54)에서의 조건부 확률 P( F n(t) I Gn1)와 P( Fn(t) I Gηe)는 다음의 

수식을 적용하면 계산된다. 

f 1 for (n- 1) tc< t ~(η - 1) tc +t. p( F n(t) I Gn1 ) = ~ 
11 - l p(t- ((η - 1) tc + t y)) for (η - 1) tc + ty< t 르 ηtc 

(58) 

f 1 for (n- 1) tc< t~( η - 1) tc + tm 
P( Fn(t) I G갱) = { l p(t- ((η - 1) tc+tm)) for (η - 1) tc + tm< t ~ ntc 

(59) 

기기의 보수 시간 tm은 각각의 수리시간 t.보다 작으므로 식 (1)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p( t) 
P( Fn(t)) = ~ l LP( Gn1 ) + MP( Gne ) + Cη(t) 

for n = 1 
for η > 1 

where 

L = 1 and M = 1 for ( n - 1) t c < t ~ (η - 1) tc + tm 

L = 1 and M = p(t- ((n- 1) tc + tm)) 

for (n- 1) tc + tm < t ~ (n- 1) tc + t. 

L = p(t- ((η- l) tc + ty)) , M = p(t- ((η - 1) tc + tm)) 

for ( n - 1) t c + t y < t ~ ηtc 

(60) 

사건 Gn1은 시간 (η - 1) tc에서 고장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고 따 

라서 이 사건의 확률 P( G ni)은 해당하는 순간에서의 이용불능도와 같고 식 (52)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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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 F n- 1( ( η -l)tc)) = Rn-1 + Sη-1 + T n- 1 P( Gn1 ) = 1 Ô 

Rη-1 = A n - 1( ( η - l) tc) 

Sn-1 = B n- 1( ( η - l) tc) 

T n - 1 = T n - 1( ( η - l) tc) 

for n > 1 
(61) for η =1 

(62) 

(63) 

(64) 

기기의 보수 절차가 예정된 보수절차가 수행되기 전의 모든 시간 주기에서 수행 

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 백하다. 이 사실은 (n- l) tc < Ntc인 모든 시간에서 확률 

P( G갱)는 항상 0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P( G갱) = 0 for η < N+1 (65) 

식 (53'-(65)를 고려함으로서 얻어지는 항 Rn과 Sn을 계산하는 일반적 수식은 

다음과 같다. 

( An( ηtc) = P(Fn( ηtJ I Gn1 )P( Gn1 ) 
Rn - l = P(%tc - ( (η - l) tc + tr))P( Gn1 ) 

- 1 = p(tc - μ)(Rn- 1 + Sn-1 + T n- 1) 
forη> 1 (66) 

lA 1Ctc) = PCtc) for η=1 

( Bn( ηtJ = P( Fn(ntc) I G갱)P( Gn2 ) 

Sn - | = P(%tc - ((n-1)tc + tm))RG강) 
- 1 = p(tc - tr)P( G갱) 

for n 능 N+1 
(67) 

lO forη < N+1 

다음 일반식은 식 (65)와 (67)을 사용해 P( Gn2)를 Sn에 대해 나타낸 식이다 

P( G갱) = f ~ 갱 l SnlpCtc- tm) 
for η < N+1 
for N능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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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0)에서 주어진 시간 t에서 확률 P( Gn1 ) , P( G갱)， Cη( 에가 구해지면 기기의 

순간 이용불능도는 구해진다. 이용불능도 평가 작업의 첫 단계는 n=l 일 경우의 이 

용불능도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Rn은 보수전략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 

에 Rn에 대한 식은 구해질 수 있지만 기기 보수전략에 의폰성을 가지는 Sn과 T n 

은 직접 유도될 수는 없다. 이는 각 보수전략을 고려해서만이 각 회귀식들로부터 확 

률항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전략 I 

[1- p(Ntc- tr)](Rn- N- 1 + Sn-N-l+ Tn- N- 1) 

1 + [1- p(Ntc- tm)] DI .. ~_ .. \ Sn-N for n> N+ 1 p( G갱) = 'L~ l/\~"c "mJJ P( tc- tm) '-'n-N ~V. ，" / ~. ，~ (69) 
1- P(Ntc) for n= N+ 1 
o b η < N+1 

첼( [p( t- ( ( n - 1 -치tc+ μ)) - p(jtc- tr)][Rn- j- 1 + Sn-j쉬 T n- j- 1]) 

+휠( [φ(t- ((n-1-치tc+tm))-p(jtc-tm)] ",r .. ~ 순1\L l"\" \\H .1. JJ"c' "mJJ l/\J"c "mJJ p(tc-tm) 

for η 능 N+1 

(70a) 

Cn(t) = ~ 첼( [κ t- ((η -lj)tc+ tr)) - p(jtc- tr)][Rn - j껴 T n- j- 1]) 

+[p(t)-p((n- l) tc)] for n 늘 N+1 

p(t) - p(tc)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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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 2 
(70c) 

for η < N+1 
(70φ 



p(tc- tm)[1- p(Ntc- tr)][RγN-l + Sn一 N-l+ T n- N- 1) 

+ [1- p(Ntc- tm)]Sn-N for n> N+ 1 

Sn = { (71) 

I PCtc - tm)(1- p(Ntc)) for η > N+1 

10 for n < N+ 1 

첼(α[p(“(j+l)싸) 

+2ζ~ Iμ바[“pκ(“(j+1)파)tκtιc- tm)씨))←-p(“따jt빠tιc- tμ찌씨m싸씨)n] 1 S l 
순1\L J-" 'J' LJ>C >mJ/ J-'\J >c "m/J p(tc-tm) vn-iJ 

T n= 헬([p(((j+O쉰y))- p싸 

+ [p( ηtd-p((n-l)tc)] 

P(2tc) - ρ(1) 

0 

- 전략 II 

P( G쩌) = { 당- P( Gn1 ) = 1- (Rn-

P( G굉) = f 9 
n:I./ - l [1-P( Gnl)=1-(Rn-l+Sn-l+T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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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 ~ N+1 

for 2 < n ~ N+ 1 

for η=2 

for η < N+1 

for m= l 
for m < i 

for m= i 
for m < 1 

(72) 

(73) 

(74) 



n- ，힐씌 [p(t-(( η -1- j)상 띠)-p싸 

X [Rn- j- 1 + Sη-j-l+ Tn-j-d) 

+ [p( t- (mNtc+ tm)) - p( ( η - 1) tc - (mNtc+ tm))]~ 
p( tc- tm) 

for n 능 N+ 1 and m < 1 

Cn(t) = j 0 for n 능 N+1 and m= 1 

짤([p(t-((n-1-j)ι+ tr)) - p(jtc- tr)][Rn - j껴 Tn-j-d) 

+ [p(t) - p((n- 1) tc)] for 2 < η < N+1 

for η=2 p(t) - p(tc) 

0 for η < N+1 

(p{tc- tm)[l- (Rn- N- 1 + Sn-N-l+ T n- N- 1)] 

Sn = { 
\0 

n치;칠처 [p((“(j什퍼+1)싸) 

for m= t 

for m< 1 

(75) 

(76) 

+ [p(ntιc- (1ηmNtc+ tμm))-P(( η -1)μtc - (，ηmηzNtc+ tm))] -h{ f .~ f \ S mN+l) mllJ p(tc- tm) 

for n 늘 N+ 1 and m< t 

0 for η < N+1 

T
n 

= i 첼([p( (j+싸- tr) - P떠 tr)][Rn - j껴 Tn-j-d) 

+ [p( ntc) - þ((n-l)tc)] 

P( 2tc) - p( tc) 

0 

1= (n- 1)/!v, m 비율 l의 정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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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2 

for η=1 

(77) 



- 전략 III 

N=n 

짤( [ψ(t- ((n-1- j)tc+ tr)) - P싸 tr)][Rn - j껴 T n- j - 1] 

+ [p(t) - p(( η - l) tc)] 
Cn(t) = 1 

Sn = 0 

T n = i 

I p(t) - p(t c) 

10 

첼([p( (j+ μ- tr) - p(jtc- tr)][Rn- j - 1 + T n- j - 1]) 

+ [p( ηtJ - p( (n- l) tc)] 

I p(2tc) - p( tc) 

10 

(3) 명굵 이용불능도 계산 

평균 붙이용도 P(A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 AF) 훌Un흙 = 갚 훌Uη 

= 융慮Uη 

TL : 다수의 점검주기에서 가정된 분석된 시간간격 

k: 점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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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η> 2 

for n= 2 

for η=1 

for n> 2 

for n= 2 

for n= 1 

(78) 

(79) 

(80) 

(81) 

(82) 



P(AF) = 옳E{Dn}/TL = 순 훌E{Dη } 

= 훌[P( Gn1 )tr + P( G쩌펴/TL 

= 쉰 慮P( Gn1 ) + 촬 ”훌+lRG갱) 

(83) 

정비나 예정된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는 P(RM)로， dominant outage로 인한 이 

용불능도를 P(UF)로 정의하면 P(AF)의 경우와 유사하게 유도된다. 

P(RM) = 훌따쉰 = 환뿔Uns 

= 慮[P( Gn1 )tr + P( G갱)tm]/ T L (84) 

= 쉰 慮P( Gn1 ) +촬 ”훌+lRG갱) 

P( UF) = p(A F) - P(RM) (85) 

(4) 대기 다중계통에 대한 불이용도 분석 

위에서 유도된 방법론은 복잡한 계통의 성능수행에 대한 방법론으로 확장될 수 

있다. 방법론의 다중계통으로의 확장을 위해 임의의 첫 번째 검사시간 tcl을 가정한 

다. 첫 번째 검사시간 tcl는 남아 있는 기기의 검사시간 tc와는 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검사와 교번점검 전략에 따른 보수는 검사와 보수계획을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 

하다. 위에서 유도된 식들은 다음에 기술하는 항들을 대체함으로써 다중 계통에 대 

해서 유도될 수 있다. 

- ntc • (n- 1) tc for n>l 

- (η- 1) tc • (η -2)tc+tc for n>2 

- 2tc • tc+ t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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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 tcl for η=1 

- mNtc • (mN-l) tc 

- p(Ntc) • p[ (N- l) tc+ tcd 

- p( tc) • ψ(tcl) 

평균이용불능도는 P(AF)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P(AK) = 촬 U1 + 환잖Un (86) 

대기 기기는 “드러나지 않은” 고장으로 정의된 어떤 종류의 고장을 겪게 된다. 이 

런 이유 때문에 이 기기들은 기기 이용도를 입증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 

야 한다. 본 내용에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기 다중계통의 드러나지 않는 고장의 

영향을 모델링하는 효율적인 계산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다수의 회귀 공식 

이 세 가지 널리 사용되는 점검전략에 따라 유도되었으며 이 공식들은 대상 기기의 

순간 이용불능도 값과 평균 이용불능도 값을 계산할 수 있게 한다. 이 수식들은 임 

의의 기기에 대한 고장 분포를 사용항으로써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 계통의 

실제적인 운전 특성과도 부합한다. 이에 덧붙여 제시된 방법론에 의해 같은 계통내 

의 다른 기기들에 대한 교번점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중 기기 대 

기 계통 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되어 있다. 

(마) 점검으로 언한 역효과(Adverse Effects)를 고려한 이용불능도(2)(8)(10) 

앞 2.1절에서 기술한 기기 및 계통틀에 대한 점검요건 영향 분석에서 점검은 점 

검 자체로 인하여 발전소 정지나 기기의 과도한 마모 동의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원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는 이들을 고려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이 

다. 점검으로 인한 발전소 위해 요소는 크게 아래의 6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항목 

에 대한 정량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소 과도상태 유발， 기기 및 계통 

의 마모 효과는 BNL에서 일부 모델링하여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아직 이 부분에 대 

한 정량화 방법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본 내용에서는 BNL에서 수행한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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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기술하였다. 

- 발전소 과도상태 

- 기기 및 계통의 마모 

- 기기의 오배치 

- 기기 점검시의 이용불능도 

-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 운전원들의 업무 과중 

점검으로 고장발견 위험 기여도를 RD라 하고 점검자체로 인한 위험 기여도를 

Rc라고 하여 이에 대해 정리하였다. RD 와 Rc 는 점검과 관련된 이용불능도나 노심 
손상빈도 동의 위험도 척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PSA 결과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 

Rc=Rtη;p + R UJear + R config + R doum (87) 

원자로 과도상태와 관련한 시험을 수행할 때 원자로 정지를 일으키는 위험기여도 
Rtrip, 시험으로 인한 기기의 마모에서 기인되는 위험도 Rωear， 시험후 기기의 배치 
오류에 의한 위험도 Rstate 그리고 시험 수행 중에 시험으로 기기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 기기 작동 불능으로 인한 위험도 Rdown 둥을 나타낸다. 이 외의 점검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전원에 대한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빛 과다한 업무 동도 고려할 수 있으 

나 노심손상빈도와 관련된 위험기여도 계산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반영하 
지 않았다. 

RT=RD+Rc (88) 

RT 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에서 계산되는 위험기여도이다. Rc 는 종종 0으로 
가정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발전소의 운전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중요한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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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 RD>Rc이면 이 기기에 대한 점검이 효과적 

- RD<Rc 이면 점검이 비효과적 

RD와 Rc를 분리하여 고려할 때의 장점은 점검이 효과적일 때나 비효과적일 때의 

점검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민감도 및 변수분석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 

기기에 대한 점검을 개선할 수 있는 요건이 결정되고 인적실수 영향이 특정짓게 되 

면 성능기준이 확립된다. 최적 점검주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Rl를 최소로 하는 값 

으로 결정한다. 

(1) 점검으로 언한 발전소 과도상태 명가 모텔 

점검 중 원전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증기 차단밸브(MSIV) 의 부분행정시 

험 (Partial stroke test)은 시험시에 주증기 차단밸브는 밸브가 완전히 닫히게 되면 

원자로정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10% 정도만 닫히도록 시험을 한다. 그럽에도 불구하 

고 잦은 시험으로 인해 원자로 과도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발전소의 확 

률론적 안전성 평가모델로부터 원자로를 과도상태에 이르게 하는 위험도 요소를 정 

량화하기 위해 Rtrip 은 과도상태와 관련된 초기사건 그룹으로부터 계산되었다. 

R triP = rþR1E-) (89) 

RIE-J: 발전소를 과도상태에 이르는 초기 사건수목 중에서 j 번째의 위험 요소 

(þ: 발전소를 과도상태에 이르게 하는 초기사건 그룹의 빈도의 비. 

m 는 다음과 같은 발전소 운전 자료로부터 구한다. 

￠ Ntest -
HI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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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test 점검으로 인해 과도상태에 이르는 사건의 수 

NIE-J = 과도상태에 이르게 하는 초기사건 그룹의 수 

점검 중에 과도상태로 인한 원자로 정지가 일어날 확률 Ptrip 을 설정한다. 

Pt7ψ= IjTØ (91) 

위 식에서 L 는 PSA 모텔에서 사용되는 j 번째 초기사건 그룹의 빈도를 나타낸 

다. 점검으로 인한 과도상태를 평가 할 수 있는 수식이 (92)와 같이 유도된다. 

E 
R 띤

 
π
 

P 
-r-----( 

·
생
 

R 
(92) 

수식 (92)에서 발전소 운전자료로부터 적절한 Ptrip 을 알고 있을 때 점검주기 T 

의 변화에 따른 Rtrip 의 민감도를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수식 (93)에서 T 가 크다면 

점검은 효과적이며 T 가 작을 경우 점검은 비효과적이 된다. 

I 2P"";h RT1i‘- ‘ T> \1 二二갤」그느」 
Y Àlj Rl - R，。

(93) 

점검주기에 대한 효과적 점검은 점검 중에 원자로 정지가 일어나는 확률인 Ptrip 

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점검이 과도상태에 이르게 할 확률 

이 적다면 더 많은 운전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Tmin 을 과도상태에 이르게 하는 점 

검이 효과적이게 하는 최소의 접검주기라 하면 아래의 수식 (94)로 나타낼 수 있다. 

T _,_ =11 똑띤ι객팍L 
mm Y Àlj Rl - R。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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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이 효과적인지는 Tmin 을 이용하여 알 수 있다. 즉， T> Tmin 이면 감시점검 

이 효과적이고 T < Tmin 이면 비효과적이 된다. 전체 위험 기여도 Rl는 RD와 Rc를 

더하여 얻을 수 있다. 

RT=RD+Rc 융 ).T(R1-R서+확R1 ~'U" I,T ~'L (95) 

수식 (95)를 T에 대한 미분식으로 하여 Rl를 0으로 놓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최적 

점검 주기 Topt를 구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 

_1 2PtriIJ R 융 ).(R1 - Ro)-뿔RE「=0， Topt=U -」」L
1，1영pt V AL Rl - Ro 

(96) 

RD에 대해 비선형 이용불능도 모텔이 사용되면 Tmin 은 일반적으로 T opt 과 다르게 

나타난다. 

(2) 점검으로 인한 기기 및 계통의 마모 명가 모탤 

원전의 주요 안전 관련 계통 중 디젤발전기나 보조급수펌프 퉁은 2.1절에서 언급 

한바와 같이 정상운전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작동하여 주로 기기의 

작동은 점검시에만 이루어진다. 원전의 다른 계통에 비해 현행 점검요건에 점검에 

따른 기기 고장원인 분석시 마모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기기의 이용도 

를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켜 발전소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더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 풍 경년화 현상으로 기기의 성능은 급속히 

저하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기의 이용불능도 및 안전관련 계통의 이용 

불능도를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비상시 사고 완화 능력을 감소시킨다. 

점검시 마모와 경년화 현상에 의한 기기의 기능 저하에 대한 위험도 요소 계산에 

사용되는 관계식들은 아래의 가정 하에서 고려된다. 

- 점검으로 인한 기기의 기능 저하는 요구시 고장률 및 작동시 고장률에 영향 

- 점검에 의한 기기의 기능 감소나 경년화 현상 때문에 작동시 고장률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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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시 고장률에 대한 시간종속 경년화 현상은 WeibulI 분포 적용 

- 요구시 고장률은 수행된 시험 횟수에만 관련되며 경과시간에는 무관 

점검 및 경년화에 의한 기기의 웅력이나 성능저하 특성에 근거하여 아래의 식을 

구성할 수 있다. 

q(n , t) = p( η) + L?+ tA( η ， t’ )dt for tε[0 ， 11 

p(n) = Po + POPlη 

).( n , t) = ).0 + ).OP2n + aμ for UE[O , ηT+ 서 

n = 기기에 수행된 시험 횟수 
t = 마지막 시험으로부터 경과된 시간 

q(n, t) = 경과 시갇에 수행된 시험횟수의 이용불능도 

PO = 요구시 잔류 실패 확률 

Pl 작동시 실패와 관련한 시험 저하 계수 

À{)= 작동시 잔류 시간 관련 고장률 

P2= 대기시 시간관련 시험 저하 계수 

a = 순수 경년 현상에 의한 저하 계수 

(97) 

(98) 

(99) 

위의 수식들은 점검으로 인한 기기의 비선형 기능 저하 모델올 선형화시킨 것으 

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Rc. 1I 은 기기에 n 번의 점검을 했올 때 점검에 의한 기능저하로 생긴 노심손상 

빈도의 평균 증가량이라고 하면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걷C. 1I 은 계산된다 

RC. 1I = [nT, nT+TJ 사이의 명균 위험 수준 - [0，η 사이의 평균 위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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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qn[R1 - Rol (PIPOn+ 환zÀo Tn)[R1 - Rol 0 (0) 

여기에서 L1 qn 은 경년화 현상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즉• a=O일 때， 기기에 수행 

된 n 번의 점검으로 인해 증가된 평굵 이용불능도를 나타낸다. 위의 식들을 근거로 

효과적인 점검횟수를 결정할 수 있는 수식 (01)을 유도할 수 있다. 

동 ÀoT 
η〈 “ 1 (01) 

POPl + 융 ÀoP2 T 

최종 점검 이후에 수행된 시험 횟수가 위의 식을 만족한다면.n 번째에 수행된 시 

험은 효과적이고 적으면 고장 발견 점검에 의한 노심손상빈도 기여도 보다 점검시 

기능 저하로 인한 노심손상빈도 기여도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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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허용정지시간 명가 모웰 

원전의 안전관련 대기계통에 대한 허용정지시간(AOT)은 출력운전을 하는 동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고장 발견으로 작동되지 않고 보수하는데 허용된 시간을 의미 

하며 이 시간을 넘길 경우 발전소는 정지된다. AOT 설정의 기본 개념은 기기의 보 

수에 따른 이용불능도를 최소화하여 사고시에 발전소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과 

거에 공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각각의 기기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없는 둥 실제 발전소 운전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러나 발전소의 운전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 운전의 관점에서 개선이 가 

능하게 되었다. 발전소 운전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PRA 방법을 사용하여 AOT를 

변경하기 위해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중 본 내용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수행한(TVO) PRA 방법으로 허용정지시간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고 BNL 

에서 수행한 방법과 검토， 비교하였다. 

(가) TVO(I!II)얘서 전력계통에 대한 AOT 명가 모텔(3)(20) 

스혜덴 원전 TVOO/II)에서 전력계통에 대한 AOT 평가시 사용한 가장 진보된 

모델이다. 먼저 모텔에서 사용한 고장상태의 중요인자들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 

다. 

-j많eline 

운전제한조건에서 정상 운전시 안전계통들을 가정한 기준 위험도 

(Baseline risk leveO 

- fx 

고장상태 X에서 조건부 위험도 <Conditional risk leveO 

- Ax = fX/fBaseline 

고장상태 X의 위험도 증가량 인자 

- D. Rx = (싸 - fBaseline) X dx 

단위 고장상태 X에 평균적으로 부가하는 위험도 

- R(AOTx) = 따 - fBaseline) X AOTx 

단위 허용정지시간에 최대로 부가하는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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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휩x 고장상태 X의 빈도수 

- dx 고장상태 X의 평균 정지시간 

- l:;.favx = ffsx X l:;. Rx 

고장상태 X의 보수정지로부터 일정한 시간 

(PSA 1 level에서 운전주기 1년) 동안 누적된 평균 위험도 (delta -risk) 

- ÔfavLco = ζ l:;.favx 
x는rco 

운전제한조건에 의해 설정된 고장상태 X의 보수정지로부터 일정한 시간 

(PSA 1 level에서 운전주기 1년)동안 누적된 평균 위험도의 합 

(sum delta-risk) 

- fav = f값eline + l:;. fav LCO 

운전상태에서 평균 위험도 빈도 

(1) 위험도 척도 

운전제한조건 상태와 기기 고장으로 인한 조치사항(Actions)에 대한 위험도의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화 척도로 다음 4가지를 설정하였다. 위험도는 기기 단계 

(component leveD , 계통단계 (system leveD에서는 이용불능도(unavailability)로 나타 

내고 발전소단계 (plant leveD에서는 노심손상빈도(core damage frequency)를 사용하 

여 평가한다. 

- 조건적으로， 운전제한조건에서 순간적인 위험도 빈도 

- 조건적으로， 운전제한조건에서 축적된 위험도 

- 단위 고장상태에서 기대되는 위험도 

- 일정한 시간(PSA 1 level에서 운전주기 1년)에서 누적된 평균 위험도 

(delta-risk) 

(2) 순간위험도 빈도 정의 

대부분 기본 위험도 변수는 순간적인 위험도 빈도이다. 노심손상 위험도를 고려 

할 때 순간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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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DW = 시 간 t에 서 시 간당 노심 손상확률 

，.~~ p(CoreD durin.f[ #me z"nterψal [t. f:o. t]) 
Z"t::O f:o. t 

(3) 명률 위험도 빈도 정의 

P (CoreD dαnη.f[ #me interoal r t. f:o. tl) CDF = Tpc 

위 수식의 노심손상빈도는 년간 노심 손상을 의미하고 대부분 Tκ는 발전소 운 

전주기인 1년으로 계산한다. 1.5년 장주기 발전을 할 경우 이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 

를 유발한다. 표준 PSA는 다른 발전소 상태에 대해 CDF 기여도를 연 단위로 계산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어진 발전소 상태에 대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사용한 평 

균 위험도 빈도에 대한 정의상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자를 정의하 

여 사용한다. 

!av(k) = 주어진 발전소 상태 k에서 임의의 시간에서 고려한 위험도 빈도 

위에서 사용한 정의에 의해 운전제한조건에 의한 정상운전상태 또는 일반적으로 

모든 운전형태에 대해 평균 위험도 빈도는 정의 될 수 있다. 실제로 평균 위험도 빈 

도는 시간에 따른 반복된 주기 또는 평균에 충분히 근사한 시간을 나타내는 주기에 

서 순간적인 위험도 빈도의 합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한 노심손상빈도(CDF) 와 조건적인 평균 위험도 빈도 사이에 연결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CDF = fav = 좋y(떼 x fa뼈 
U ( 

y(k)는 주어진 k상태에서 시간칸격 (slice)을 나타내고 이런 결과를 수치적인 예를 

들면 년간 기준 위험도 lE-5/r-yr, 조건부(conditionaI) CDF lE-4/r-yr, y (O)=0.8 

yr/r-yr이면 증가된 기준 위험도 1.25E-5, 증가된 조건부( conditionaD 위험도 

1. 25E-4이고 Ax 는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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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lta-risk의 근사적 명 가 

허용정지시간이 합리적으로 충분하고 운전제한조건 정지가 적을 때 delta-risk는 

근사적으로 다음과 사용할 수 있다. 

t::. favx:co 프 휩'x x t::. Rx’ co = ffsx x (Ax-l) x 빠seline X dx (2) 

평균정지시간 dx는 허용정지시간과 부합되어야 한다. 허용정지시간이 짧고 운전 

제한조건의 정지가 빈번할 때 위의 수식사용은 불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SD 조건부 

위험도 빈도 수식을 사용하여 근사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t::. faVX:SD 르 ffsx x t::. RX:SD ffsx X [rchx + (Ax X Bx-1) X fBaseline] dx (3) 

(5) 표준 PSA 접근방법과 비교 

표준 PSA 접근방법은 안전계통에 대한 평균 이용불능도의 모델을 사용하고 요소 

들을 수식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 'T'" r , qs+ ÀsT 
P 프 qs+ 융 ÀsT+ T + ~， 1'.'- ds+Àndn+Àmdm+IPMdPM+Àobo 

(1) (2) (3) (4) (5) (6) (7) (8) 

L--.J L-...J 

P /at PTest PCM PPM Pmis 

(1) : 대기상태에서 요구시 고장으로 인한 이용불능도 시간에 독립적이다 

(2) : 대기상태에서 작동시 고장으로 인한 이용불능도 

(3) : 점검으로 인한 이용불능도 

(4) : 점검시 대기상태에서 작동시 고장을 발견하고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 

(5) : 점검시 대기상태에서 요구시 고장을 발견하고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도 

(6) : 감지된 고장으로 인한 이용불능도 

(7) : 예방정비에 의한 이용불능도 

(8) : 가동주기 동안 이용불능도 

-131-



고장 체계의 영향 범주 

기기 종류 최근에 시험이나 결과 영향 정도 영향 범주 

진단 실시 

/실패 실패 

I I 영향 결정 가능 
/ 시험 \증상 기능 저하 

대기중 \ 
기기 정상 원래 상태 유지 | 그순간의 

상태 유지 

무시험 결정 불가 

지
 

원
 
쐐
 

\ 동
 

작
 

상
 
기
 

정
 

기
 

증상 

실패 

영향 결정 가능 

기능 저하 

/실패 
/" 교란된 ‘ ‘ ‘ ‘ ‘ ‘ ‘ 

운전 가능 

앓흐윷곁 

그림 2.2.3 기기 종류와 시험/진단 정보에 의폰하는 

CCF 그룹에서의 고장 체계의 영향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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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AOTs롤 조정하고 -
대 안을 재정 외 한다〈*-------------------------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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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된 조치 세부항 

목 의 위험도를 최 

소화하는 합리척인 

AOTs 부여 

LCO 위험도 
측정에 근접한가? 

짚월굿꽉 

l~: L1R ∞ I x. L1R(AOT x) 
.::1CDF x 

일 때 최소 영향이다 

| 

}
냉
}
 

| 

그림 2.2.4 AOT 변경 평가 분석 흐룡도 



이런 표준 PSA 요소들을 장료까잔 검토한 윈험도 혔까방법과 비꿇하여 설멸하면 

P /Qt, Pmis는 기준 위 험도 기여하고 PTest, PCM，그학효갱카짧온 기준 위 험도에 PSA 정 

량화된 결파를 갇~한다.켜f현 i집합체된 기개 훌댈 뺏문혜 운전채한조건의 충돌을 

제어하는 갱윷 PS빌 목웰윷 행향화하치풍 언렵다. 01렇 01월론/여혐 요쏘 초합을 세 
분화한 고합됐j선 부했넓 감}용에 의해 될 순 었다 예현 고창수목플은 실제로 

정량화하는냉온켈}능하다고 업층되었다. 환 자견슛폼꽤 작은 고장수폭접근에 조 

합하여 사용된 다홀접근 방뿔은 항목화된 옳전천l한꽃헬-뤘태를 분뤘하는데 응용하 

고 평균 위험도 빈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TVQ명&A예쳐 뽑확한 기본\-"'-<.싸건들로써 모 

텔화된 PM를 제어환 불일치 운전제한조건의「충롤째，환확여 부쥬의하게도 고려하지 

않았다 공통원인鎭 모텔은 굴성요소 전체에 때환 액聽앓에 척흉된다 7lX1- 종 
류확 시험/진단 정보에 의폰하는 공통원인에써억 .:u.캉j때챙l의τ영향 범후는 다옵 그림 

에 

2.2.，3에서 도식화하여 나타냈다. 그리고 이상에셔 현급:첼→:요소들을 고려하여 AOT를 

명차한 절차와 방법은 그림 2.2.4에 상세히 나타나←았마‘←→ • 

석
 

혜
 

과
 챔

 

m 「γ
 4￠
 
j우선， 고장발견에 위험도 충가요소 l\xc는 일반적으로 고장상태의 종요도를 의미한 

다~-.고장분류를 기술하기 위해 위혈도 활도의 대부분왜 왜며는 ffsx, .6..R, dx, 6. favx 

이다 정지 위험도가 실질적으f로 영향올L 미친다면 그 빼왜 위험도 쯤도는 SD/CO에 

대혜 계산 되어야한다‘ 슴 
ι ‘ 、

• 
.-ι← 、-

‘ - 、 ’} 

\ 

(나) BNL에셔 수행한 AOT짧간 모댈 / 
、ν. ‘:'\ 

(1) AOT 변정에 따른 위협도 계산 

AOT에 따른 위험도는 한번의 고장에 의해 발챙하는 판알고짧 휘험도‘했;일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고장 횟수를 예상하여 계산하는 뺀중 위험도로 구분하여L 고려 

하여야 한다. 

1) 단얼 고장 위협도(Single Downtime Risk:) 

r션07 를 기기 i 가 고장났을 때 의 노심손상확률이라교 하면 1위 함도 r;4OT 료 한 

번의 AOT 동안 고장이 알려졌을 때의 위험도이기 빼풍예 혼히 단빌 고장 위험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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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전체 AOT동안 기기가 고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위험도 션01 는 아래의 간단 

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yfOT= Cr - (Aoη (4) 

위의 식에서 Cr 는 기기가 고장시 증가된 노심손상빈도이다. AOT에 따른 노심 

손상확률 증가는 아래의 식으로 나타낸다. 

4γ션OT = (ct - ~) . (AOη (5) 

위 식에서 C? 는 기기 i 의 고장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의 노심손상빈도이다. 단 

일 고장 AOT 위험도 정의는 기기가 고장임이 발견되어 전체 AOT 동안 보수가 이 

루어 졌을 때 적용된다. 이 개념은 보수의 횟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며 일 

년에 한번의 고장이 일어나고 AOT 동안 기기가 작동불능 상태임을 가정한다. 그러 

나 기기의 보수시간이 AOT 보다 짧기 때문에 실제 AOT 위험도는 계산된 값보다 

는작다. 

2) 연중 고장 위험도(Yearly Downtime Risk) 

AOT 위험도 계산의 또 다른 하나는 연중 고장 위험도로서 미래에 고장이 날것 

을 예상하여 축적되는 위험도를 고려하는 것이다.R션01 를 1 년 동안에 기기 i 가 

고장이 나서 축적된 위험도라고 하면 이 위험도 R션07 는 AOT 뿐만 아니라 고장 발 

생 횟수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R섯07 는 수식 (6)으로 나타내었다. 

R션OT =N. ct . (AOη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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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은 1 년 동안에 예상되는 고장 발생 횟수이다. RFO7 는 예상 고장 발생에 대해 

기대되는 노심손상확률이며 위험도 증가는 수식 (7)로 유도된다. 

L1R션OT =N. (ct - C]). (AOη = (ωi) • (ct - C;) . (AOη (7) 

여기에서 ω， 는 기기 i 에 대한 1년간의 보수 횟수이며 같은 기간에 대해서 N 

과 일치한다. 연중 고장 위험도는 단일 고장 위험도와 마찬가지로 기기는 향상 보수 

가 가능하며 AOT 전기간에 걸쳐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예상 고 

장 위험도 역시 보수시간이 AOT 보다 짧기 때문에 실제 위험도는 계산값 보다 작 

아진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평균 보수시간을 이용하여 예상 고장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 

L1R1= ωj(ct - C1) . d (8) 

d: 평균 보수시간， 일반적으로 AOT 보다 짧다. 

3) AOT 변경에 따른 위험도 변화 

AOT 변경에 따른 위험도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일 고장 위험도와 연중 

고장위험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새로 변경된 AOT를 NAOT라 하면 수식 (4) 

의 단일 고장 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γrJAOT= Cr · (NAoη (9) 

rj(AOT→NAOη = 씬1'I.OT 채OT = ct . (NAOT-AOη (10) 

4η(AOT→NAOη = L1싼40T _ L1냉OT = (ct- 얻). (NAOT-AOη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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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9)-(11)은 변경된 AOT 에 의한 단일 고장 위험도의 증가를 나타내고 단일 

고장 위험도의 변화는 각각의 기기별로 계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 변경된 예 

상 연중 위험도는 수식 (12)로 나타낼 수 있다. 

RfAOT = N. ct . (NAOη (12) 

N 은 일년 동안 예상되는 고장 횟수를 나타내며 새로운 AOT 에 대해서도 바뀌 

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 가정은 NAOT 가 AOT 보다 클 때는， 보수가 더 완벽하 

게 수행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기 고장 횟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보수 

적이게 된다. 연중 고장 위험도 차이 변화는 아래 수식 (13)과 같다. 

L1RlAOT→NAOη=dR?AOT-AR션OT ωi( ct - C]) . (NAOT- AOη (13) 

N 과 마찬가지로 ω1 도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 

위에 언급한 AOT 위험도는 하나의 기기가 작동불능일 때만을 고려하였으나 만 

약 AOT를 연장한다고 가정하면 동시에 여러 개의 기기가 고장이 날 확률이 커지므 

로 이에 대한 AOT 위험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L1Rn(AOT→NAOη = 휠 ω，-( ct - c~) . (NAOT,-AOT,.) (14) 

수식 (14)는 n 개의 기기에 대해 변경된 AOT의 축적된 위험도를 나타내고 AOT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노심손상빈도 ct , c~ 를 계산하여 발전소의 PRA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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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I/AOT 상호작용{Interaction} (21)(22)(23)(24) 

위험도 관점 목적은 발전소의 안전을 더욱 개선하고 운전의 여유도를 강화하고 
점검 및 보수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있다. 위험도 관점으로부터 점검주기 및 허용정 
지시간에서 개선에 따른 효과들에 대한 계산은 수행되고 미국의 경우 몇몇의 발전소 
에는 이미 그 결과를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STI/AOT는 독립적으로 해석 

되었고 해석상에서 사용된 기준은 제안된 STI/AOT의 변경이 구체적으로 채택되어 
조합 되었을 때 발전소 안전성에서 중요 감소가 없는 제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였 
다. 이런 방법 때문에 위험도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반영한 변경은 채 
택 될 수 없었다. 그러나， STI/AOT 변경의 조합된 효과， 예를 들어 이들간에 상호 
작용은 이런 요건들을 개선하는 중요한 관점이 된다. 

STI/AOT의 상호작용을 PSA로 계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상호작용에 대해 정의 

를 내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위험도 단계에서 이들에 대 
한 효과를 개선한 모델을 유도하고 신뢰도와 위험도를 사용하여 정량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사용하여 주된 요소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포항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운전에 유연성을 주기 위한 위험도 제어에 몇몇 전략들을 평가 
하고 위험도를 최적화 한다. 

3.1 STI/AOT 상호작용 정 의 

(가) 상호작용의 근거 

STI/AOT에 대한 기술지침서의 요건 정의， 그리고 기기와 계통들에 대한 안전성 
과 관련한 기능과 배치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근거로부터 STI/AOT 사이에서 상 
호작용은 위험도 단계에서 공통의 효과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건 
은 AOT와 관련하여 고장난 기기들을 발견하여 정지된 시간에 의한 위험도， STI와 
관련하여 고장을 발견하지 못하여 생긴 위험도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확립되었다. 기 
기들에 대한 예방정비 그리고 계획된 점검으로 인한 정지시간과 대조적으로 앞서 가 
정한 정지시간은 강제적인 보수정지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여 강제 
적인 보수정지는 점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기들의 고장과 올바른 보수활동 범위 
안에서 발견되고 정비되는 기기 고장과 관련한 정지시간과 관련한 점검이 수행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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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기술지침서 항목은 기기 또는 계통 및 

기능에 대한 STVAOT 요건들과 관련한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의 이런 근거는 

STVAOT의 두 위험도 제어를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시 적용되는 안전성 기준 때문에 나타난 초기 사건들에 따른 

다른 사고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계통과 기능에 많은 다중성을 두고 었다. 이 

런 다중성은 발전소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기들과 계통들간에 상호작용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기기들과 계통들에 대해서 동시에 STVAOT를 설정해야 하는 상호 

작용이 있다. 공통원인 고장과 점검전략은 이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점검요건 

개선에 대한 적용으로부터 결론된바와 같이 중요성으로 이런 근거 안에서 상호작용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상호작용 고려시 장점 

일반적으로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 요건은 분리되어 해석되었다. 이와 같이 허 

용정지시간 요건이 독립적으로 계산되었을 때 강제 보수정지된 기기들의 발전소 조 

건은 부적절 하게된다. 발전소의 조건은 기기들에 대한 점검주기와 점검전략에 관련 

되는데 점검요건 개선은 두 가지 방법에서 강제 보수정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데 

비조건부 위험도(unconditional risk)에 비추어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 두 가지 방 

법은 다음과 같다. 

- 기기들에 대한 보수정지 빈도 감소 

- 보수정지시 발전소의 조건 개선 

점검주기 변경에 대해 독립적으로 계산휠 때 가능한 보수정지로 인한 위험도 조 

건부 위험도<Conditional risk)는 부적절하게 된다. 점검주기 변경은 직접적으로 발전 

소의 비조건부 위험도에 영향을 준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점검요건은 기기들이 보 

수정지에 들어가기 전 발전소 조건에 관련되기 때문에 보수정지로 인한 조건부 위험 

도에도 영향을 준다.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의 상호작용은 기기 고장을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여 

생긴 보수정지로 인한 위험도 기여를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 사이에서 제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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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하는 개선된 방법으로 조합된 효과를 계산하고 최적화 하는데 하나의 방법으 

로 부여될 것이다. 상호작용을 사용한 위험도 단계에서 효과에 대해 제어될 수 있는 

작은 관용적인 범위에 의해 발전소 운전에 유연성올 주는 것은 가능하다. 점검전략， 

공통원인고장， 그리고 고장 후 점검과 같은 중요한 발전소 위험도 효과를 갖는 요건 

들에 대해 상호작용은 성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3.2 상호작용 모탤 

(가) 위험도 계산 모탤 

기기단계에서 전체위험도는 기본위험도와 잠정적인 위험도 증가 합의 평균값이고 

기기들에 대한 평균 이용불능도 값이 된다. 주기적으로 점검된 기기들에 대해 연속 

점검들 사이에서 비조건부 위험도는 몇 가지의 중요 기여 인자로 분포된 값을 갖는 

다. 바로 앞선 점검에 대해 평균점검시간에서 한 주기에 각각에 관련한 요소를 시간 

칸격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 = T + C + Q[ LD@ 서 dr + G‘'D ] + G'E + G’ (S-E) 
U ( 

T: 점검주기 

C: 점검시칸 

D: 고장난 기기를 보수하는데 허용된 시간 

E: 허용정지시간을 초과한 시간 

S-E: 허용정지시간 이후 보수시간이 확대되면 E시간 이후에서 정지시간 

Q: 점검시 기기 고장을 발견할 확률 

g(r) : 시간 r에서 완료한 보수에 대해 확률밀도 

G' 허용된 정지시간 이상에서 보수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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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I AOT 

tl t2 t3 14 t5 1:6 

그림 2.3.1 기기 주기적 점검 

많은 안전성과 관련된 기기들에 대해 S와 E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위 수식은 다음으로 간략화 될 수 있다. 

L = T + C + Q[ fOD쩌 dr + G'D ] (2) 

이 모텔에서는 세 가지의 기여 요소만으로 구성된다. 위 수식으로부터 기기들의 

평균 이용불능도는 다음 기여 요소를 통해 계산된다. 

qm <qT> + <qC> + <qD> (3) 

각 기여요소는 작동시 고장률， 요구시 고장률， 인적오류， 공통원인고장， 점검으로 

인한 마모 동의 역효과， 점검시간， 보수시간， 점검시 기기 이용 가능성 둥에 의해 결 

정된다. 시간에 따른 기기의 이용불능도 <qT>는 다음과 같다: 

qT(t) 1 - exp[ - fo
t 

À’(f) dt'] tl ~ t < t2. (4) 

위 수식의 지수함수는 고장률의 적분값이 0.1 보다 작으면 Taylor 전개에 의해 다음 

과 같이 일차 전개로 나타낼 수 있다. 

qT(t) ;::::; 1 - fo t X (n df tl 드 t < t2 (5) 

요구시 고장률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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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t) = p( n) + J
O

! A' ( η ， n dt' tl s t < t2 

n 기기들에 대한 수행된 점검횟수 

p(n) : 요구시 고장확률 

A’ (n , n: 점검들 사이에서 작동시 고장률 

(6) 

점검횟수와 기기들의 요구시 고장률이 상호 독립적이고 작동시 고장률이 시간의 변 

화에 대해 상수값을 가지면 다음과 같이 위 수식을 간략화 할 수 있다. 

qrl... t) = p + Àt tl S t < t2 (7) 

점검시간 구간에서 기여요소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qc(t) = qo + (1 -qO)qrl... t) t2 S t < t3 (8) 

qo 는 점검하고 있는 기기에 대해 작동신호가 전달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낸다. 구간 D에서 기기가 작동하지 못할 확률은 1이다. 

qD(t) = 1 t3 S t < t4 (9) 

이상의 구간별 수식올 이용하여 평균 이용불능도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qT> = i J
o 
T QT(t) dt (10) 

<qc> = f 감+C qc(t) d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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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 1 Q[ Jo
D 
뼈 drJ펴;+r qT(t) dt + GJ말;+D qD(t) 써 (12) 

Q ~ qT (T+C) = P + À(T+C) 

G‘ = 1 - G(Ð) 

G(Ð) = Jo
D 

밍샤 @ 

수식 (10)- (1 2)를 정 리 하면 다음과 같다. 

T> = I(p + LAη L ,..- 2 

<qc> = f[qo + (1- qo)(p + 한(T + α)] 

r、r、 ,. D 
<qD> 풍~ Q , DD = Jo r，화서 dr + G‘D 

(13) 

(14) 

(15) 

DD는 개선된 평균 보수시간을 의미하고 허용정지시간에 의해 제한된 값을 갖는다. 

(나) 기기단계얘셔 상호작용 정의 

기기단계에서의 상호작용은 발전소의 안전성 기기 대부분에 대한 점검주기 및 허 

용정지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계통단계 기능단계 발전소단계 둥의 단계에 

서의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기기단계에서의 접근 

방법은 기기단계뿐만 아니라 다른 단계에서도 위험도를 제어하기 위한 기준 체계를 

확립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선별하고 채택할 수 있게 한다. 

점검으로 기기고장을 발견하여 정지시간에 따른 위험도 <qD>와 기기고장올 발견 

하지 못할 위험도 <qT>의 두 요건에 의해 제어체계는 확립된다. <qc>는 보수해야 

하는 고장난 기기를 발견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점검주기의 증가변화는 주로 <qT> 

에 증가되는 영향을 주고 <qD>에는 반대적인 감소하는 영향을 준다. 한면， 허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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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qD>에만 영향을 준다. 허용정지시간의 증가는 <qD>의 증가를 가져온다. 

<qc>는 단지 점검주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호작용의 모델로부터 유도 

된 관계로부터 전체 위험 qm 에 기기들의 특성에 따라 초기 점검주기， 허용정지시간， 

점검과 정비조건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최적화를 하는데 위험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법론상에서 복잡한 요소들을 생략하여 단순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기기들의 지배적인 신뢰도 특성 

앞서 정리한 수식들에서 지배적인 요소로 <qT> , <qD>를 들 수 있다. T ':J> C ,T 

':J> D 경우 전체 이용불능도 다음과 같이 간략화 될 수 있다. 

qm <qT> + <qD> (6) 

만약 짧은 점검주기를 갖는 기기에 대해서는 위 수식은 부적절하며， 점검주기 T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J.. T < 0.1 

3.3 가기의 보수 특성 

앞서 유도된 수식의 결과로부터 평균 보수시간 DD는 허용정지시간과 기기들의 

보수특성에 결정된다. 안전성 관련 대기상태의 기기들의 고장에 대한 보수시간의 분 

포는 지수함수로 볼 수 있다. 

g(r) = 몽 exp (슴) (17) 

μ 는 보수시 시간제한이 없을 때 걸리는 평균시간을 의미한다. 

μ = fOD rg( 서 & (18) 

μ’는 시간제한이 있을 때 보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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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 μ(1- exp (펀)) - Dexp (몫) (19) 

위 수식으로부터 D 'J> μ , 예를 들어 D = 3μ 일 경우 제한된 시간에서 걸리 

는 평균 보수시간 μ’과 시간제한이 없는 평균보수시간 μ는 같은 값을 갖는다고 가 

정하여도 될 것이다. 

G' = exp (펀) (20) 

D 'J> μ 일 경우 보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지수함수는 근사적으로 정규화된 결과 

로 1이 된다. 다음과 같이 보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선되어 나타낼 수 있다. 

DD = μ( l-exp (펀)) (21) 

이 결과로부터 개선된 평균 보수시간은 허용정지시간에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을 최적화 하는 연구에서는 개선된 DD 대신 

에 보수적인 방법에서 D를 사용하였다.D 'J> μ 일 경우 DD는 시간제한 없이 보수 

하는데 걸리는 평균값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여도 된다. 예를 들어 보조급수 계통은 

이런 값을 사용하여도 적합하게 된다. 그리고 보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분포를 지 

수함수의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으나 기기나 계통의 특성에 따라 정규분포나 대 

수정규분포가 적합한 경우도 있다. 그 차이는 분포함수 g(r)만 다를 뿐 결과 유도 과 

정은 이와 유사하다. 그 결과는 위 수식처럽 유도되어야 한다. 

3.4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방법 

상호작용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위험도 척도로 사용 가능한 평균 이용불능도를 

상수값으로 주고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의 변화를 본다. 주어진 이용불능도에서 

점검주기를 증가하면 허용정지시간은 감소하고 허용정지시간을 증가시키면 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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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소한다. 

(가) 고장요소들의 함수 

개선된 평균보수시간에 대해 앞에서 나열한 수식을 기기단계에서 정리하면 다음 

과같다. 

q m - (p + 송 Aη 
p + ÀT“ T (22) 

기기들의 신뢰도 특성은 (p ,À )로 결정되고 위험도는 qm으로 나타낸다. 위 수식을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D = DD( qm , T, p ,À) (23) 

(나) 보수에 대한 함수 

개선된 보수에 대한 함수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DD = DD(μ ， D) (24) 

보수에 대한 특성인자 μ에 영향을 받는다. 

(다) 상호작용 함수 

보수하는데 걸리는 시간함수인 지수함수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qm-(P+ 동 À T) 1 
D = -lnll-~ ‘ | 

“‘ l ‘ μ p+ÀT (25) 

일반적인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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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D( qm. T. P.À. μ) (26) 

3.5 상호작용을 고려한 최적화 

앞 절에서 유도한 상호작용함수는 기술지침서에서 주어진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 

간 요건을 최적화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지침서의 요건 (낀s. D“)들은 최적화된 값 

이 아니다. 예제에서 보여준 결과의 최적화는 주어진 허용정지시간에 대해 점검주기 

를 변화시켜 위험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폰에 수행된 모든 방법론들도 

이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지침서에서 주어진 허용정지시간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 

한 (To. DDts)를 나타낸다. To는 점검주기에 대한 위험도 미분값이 0가되는 값을 의 

미한다. 위 수식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η= 빠환 (27) 

이때의 최소위험도는 qo로 나타낸다. 상호작용 함수 근접방법의 중요한 응용은 점검 

주기 및 허용정지시간에 대한 요건에 주어진 확률방법에 의해 발전소의 운전에 유연 

성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부터 두 가지의 가능성은 해석될 수 있다. 

- Area of tolerance: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은 융통성과 함께 설정되어야 한다. 항상 기준 위험도에 

근접한 인정할 수 있는 값으로 위험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 

되어야 한다. 이런 가능성은 상호작용에 의한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융통 

성에 근접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한다. 

- Range of tolerance: 
、

점검주기와 허용정지시간은 어떤 융통성 없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준 위 

험도 근처의 허용범위 또는 여유도 이내에서 유지되는 위험도만큼 우연적인 그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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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대한 변화가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가능성은 위험도 단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어떤 변화와 융통성을 단지 한가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올 것이라는 점 

을 가정한다. 

이 두 가지의 전략은 비조건부 위험도 관점으로부터 허용정지시간 과 점검주기를 

개선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기기들의 평균 이용불능도에 따른 시간에 종속적인 위 

험도와 조건부 위험도에서는 이런 접근방법 사용은 제어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은 

더 높은 단계의 위험도에 재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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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3.2 Trade-off Criteria: area of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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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Trade-off Criteria: range of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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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전(Pre-Accidents) 언적오류평가방법 (26)(강)(28)(정) 

사고전 인적오류는 점검 (Test) 보수(Maintenance) 그리고 분해정비 (OverhauD시 

운전원의 오류로 기기가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고장요소이다. 이것은 중대사고나 고 

장발견 이후 보수나 정비시 유발할 수 있는 사고후(Post-Accidents) 인적오류와 대 

조 되기도 한다. 이것은 인적오류 평가시 일상적인 작업으로 생기는 경우와 중대사 

고나 고장 발견시 생기는 인적오류 분석방법상 많은 차이점이 있어 구분하여 평가하 

고 있다. STlIAOT는 일반적으로 사고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고장요소 

로 사고전 인적오류에 제한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사고전 

인적오류에 제한하여 평가방법별 비교， 정리하였다. 

인적오류를 평가하는 방법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보편적으로 인정된 평가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원전 운영에 따른 인적오류를 분석하는데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오류를 평가하는 정성적인 방법인 HAZOP과 정량적인 

방법인 사건수목/고장수목 방법이 있다. 원전의 작업자에 대한 인적오류 평가는 지 

금까지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에 활용되었다. 

인적오류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THERP, SLIM, HCR, 그리고 

THERP를 간략화한 ASEP퉁이 었다. 이중 STlIAOT 평가에서 사고전 인적오류에 

대한 분석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HCR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 가능하다 

고 판단된다. 최근에는 점검시 기기의 고장상태의 진단에 따른 인식도 중요하게 생 

각되고 있다. 또한 기술지침서의 항목들에 대한 점검요건 평가시 앞 절들에서 설명 

한바와 같이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없는 다수의 항목들이 있어 인적오류에 대한 정 

성적인 방법도 원전의 특수성에 맞추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 

중 STlIAOT 평가에서 사용할 때 특정 방법으로 모든 계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 

용하면 수행상의 문제점이 많아 계통의 특성에 따라 부합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할 

것이다. 

인적오류는 고장수목(Fault Tree)의 한 요소로서 포함되어 평가되나， 몇 가지 특 

별한 경우에는 사건수목의 표제(Headings Event)의 하나로 취급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인적오류는 시스템/부품과 같이 취급되며 관련 인적오류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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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Error Probability, HEP)이 구하여 질 수 있을 때까지 세분화 

(decomposition) 된다. 일반적으로 작업자의 인적오류 평가는 먼저 보수적 인 값이 

할당되어서 먼저 시설물에 사고로부터 예상되는 위험도에 기여한 인적오류의 영향 

을 계산하고， 위험도에 대하여 중요한 기여도를 가지는 인적오류들에 대하여는 상 

세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사고 발생 전에 점검과 보수작업 (T&M Tasks)시 작업자의 인적오 

류 평가방법과 정성상태 또는 사고시 발생될 수 있는 운전시 인적오류 평가방법을 

기술하였다. 운전 중 일어나는 인적오류의 평가 방법은 지금까지 THERP, SLIM, 

HCR 동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점검과 보수작업 (T&M Tasks)시 운전원의 인적오류 

평 가방법은 THERP 즉， HRA Handbook 방법 론과 SLIM 방법론 외 에는 지 금까지 

제시된 모델이 없다. 따라서 본 절은 기존의 HRA Handbook 모델을 기초로 하여 보 

완한 새로운 인간오류 평가 모델의 점검 및 보수시 인적오류 평가내용과 특정들을 

검토하였다. 

4.1 THERP 분석방법론 

원전을 포함하여 가스기지와 같은 화공관련 위험시설물에서 가장 통상적으로 사 

용되는 작업자의 인적오류 평가방법은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로서 일반적으로 "HRA Handbook"이라고 불린다. 1983년 Swain에 

의하여 발표된 이 모텔은 운전원을 시스댐 부품중의 한 요소로 취급함으로 인간신 

뢰도도 부품의 신뢰도와 같이 평가한다. 운전원의 행위들이 Handbook에 있는 기본 

HEP가 발견될 수 있을 때까지 세분화된다. 이 기본 HEP의 자료근원 (Data 

source)은 LERs (Licensee Event Reports)로부터 모아진다. 사건수목과 같은 확 

률수목이 세분화 작업에 사용되는데 각 분파가지 (Limb)는 2단 선택 (Binary 

choices) 즉， 적절한 수행과 잘못된 수행중의 하나를 나타낸다. 각 분파가지에 

할당되는 확률값은 Handbook내의 표에서 상응하는 HEP 값으로부터 얻어지며 인 

간오류가 일어나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수행특성인자 

(Performance Shaping Factors)를 고려하여 보정된다. 기본적으로 작업자의 인적오 

류는 보수시 발생하는 보수시 인적오류와 운전시 발생 가능한 운전시 인적오류로 나 

누어지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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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수시 언적오류 명가 

보수시 인적오류는 수행오류 (ECOM)와 비수행오류(EOM)로 나누어지지만 잠재적 

인 파급효과 관점에서는 인적오류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인적오류로 인한 안전관련 시스탱의 이용도 감퇴를 야기시키는 인적오류 

- 위험성 평가에서 고려되는 초기사건의 발생과 같이 예기치 않는 이상상태를 

야기시키는 인적오류 

- 사고발생 후 또는 사고진행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인적오류 

이러한 인적오류들은 정상상태 (Nonn리 Operation) , 사고상태 (Abnonnal 

Operation) , 보수시 (M떠ntenance Ac디ons) ， 검사시 (Inspection)에 기본 인적오류로 

나타난다. 보수작업자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점검을 마친 후에 밸브를 열어 놓은 채 

작업장을 떠나는 경우 대기 시스템이 사용 불가능함으로써 정상상태에서 초기 사건 

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보수작업자가 인적오류로 인하여 부품 

의 고장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안전관련 시스템의 작동불능을 야기시켜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수 작업을 부정확하게 하거나 보수 후 작 

동상태로 원상 회복시켜 놓지 않는 경우 이상상태를 유발시켜 사고로 귀결되게 할 

수 있다. 또한 검사시 인적오류로 인한 잘못된 정보 (F떠se Infonnation)로 인하여 

상황올 오해하게 할 수 있으며 결국 안전관련 시스댐의 이용도를 떨어뜨려 이상상태 

시 운전원을 오판하게 만들 수 있다. 

(1) 사고전 직무 

일상적으로 필요시 기기 및 계통의 하자를 보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 행하는 보수 

나 보정， 주기적 점검을 총체적으로 사고전 직무라고 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사고 

전 직무를 T&M (Test & Maintenance)라고 지 칭 한다. 일반적으로 사고전 직무시 

인적오류는 주로 회복오류 (Restoration Error)를 의미한다. 회복오류란 부품교환이나 

점검 후 밸브 (수동 Valves 또는 MOVs)를 잘못된 상태로 즉 비정상적인 회복이 이 

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회복오류는 종종 보수하는 작업자 외에 제어 

실의 운전원들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사고전 직무는 기술기반， 법칙기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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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반 거동으로 분류되는데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직무는 법칙기반거동으로 분류된 

다. 운전원 또는 보수자가 얼마나 절차서 내용대로 제대로 수행하는가에 대한 분석 

이 인적오류분석의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인적오류수행은 우선 계통 안전 분석자와 

인간신뢰도 분석자로 구성된 연구팀에의 하여 여러 번의 친숙화 작업과 평가를 통하 

여 중요한 인간 기계 Interface 부분을 찾아내고， 인적오류로 인한 잠재적인 공통원 

인고장의 원인이 간과되지 않도록 Interface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파악 

Odentification)하여 야 한다. 

(2) 사고전 직무에 대한 기본 확률값 (BHEP) 

1995년에 수행된 원자력 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보고서인 Reactor Safety Study 

에서는 제어실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계기(Display)가 없는 경우 시험 후 

검사 부품올 적절히 제 위치로 환원시키지 못하고 빠뜨리는 오류(Ommission Eπor) 

는 0.01로， 부품에 대 한 수행 오류 (Commission Error)는 0.003의 확률값이 사용되 었 

다. 그 후 더 보수적인 값을 도출하여 근래에는 통상적으로 사고전 직무에 대하여 

0.03의 기본 HEP 값을 보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원자력 시설물의 안 

전평가시 보수인적오류에 대하여 이 값을 사용하고있다 [NUREG/CR -4832]. 이 기본 

BHEP 값은 비수행오류 (Eπor of Omission) HEP 값， 0.02와 수행오류 (Eπor of 

Commission) HEP 값， 0.01로부터 유도된 값이다. 수행오류와 비수행오류 HEP 값은 

HRA Handbook [1]의 20장에 기술된 표에서 인용된 값이다. 유도된 비회복 인적오 

류값은 비수행오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행오류가 일어날수 있다는 가정에서 유도 

되었으며 하나의 부품을 가지는 시스템에 대한 인적오류 확률값은 다음과 같이 얻어 

진다. 

0.02 + 0.98 x 0.01 = 0.0298 - 0.03. 

(3) 사고전 직무오류의 회복요소 효과 (Recovery Factors) 

회복효과는 비수행오류나 수행오류의 요소에 고려되지 않고 보수시 인적오류 확 

률값에 종합적으로 적용된다. PC (Post Calibration)1-} PM (Post Maintenance)을 적 

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회복효과는 0.01이고 그 외에는 0.1의 회복효과확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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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γ Factor HEP)o] 사용된다 [HRA Handbook Table 20-22J. 회복효과 고려 

시 현장과 제어실에서 모두 검사할 수 있지만 회복효과는 1회만 고려된다. 또 하나 

의 중요한 가정은 부품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있더라도 문서상의 체크리스트가 검사 

시 요구되지 않는 작업은 회복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시스 

템 내에서 검사하여야 할 부품이 둘 이상일 때 회복효과는 각 부품에 대하여 적용하 

지 않고 검사대상부품을 한 군으로 간주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어떤 시 

스템에 대해서도 그 부품의 수에 상관없이 HRA 사건수목의 각 고장경로의 말미 

(End Point)에 0.1의 회복효과 확률값을 곱하여 최종 보수 인적오류값을 계산한다. 

(4) 사고전 직무오류의 의존효과 (Dependence Effects) 

기본 보수 인적오류확률값 <BHEP) , 0.03은 의폰효과를 고려하여 재계산된다. 보수 

팀 간의 의존도효과는 회복의 실패확률 0.1로 반영되어지므로 한 사람 또는 한 팀이 

여러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반의폰성이 무의존(2m， 완전의존(CD) ， 그리고 중의존 

(ID)으로 나누어 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적오류는 비수행오류와 수행오류로 구분된다. 비 

수행오류(EOM)는 산만 또는 다른 영향으로 인하여 검사후 원상태회복작업을 잊어 

버리는 오류이다. 반면에 수행오류 (ECOM)는 밸브를 충분히 열거나 닫지 않고 부적 

절한 중간위치로 열거나 잠그는 경우 발생되는 수행오류이다. 이 뿐만 아니라 선택 

오류도 수행오류에 속한다. 외형상 비슷하고 비슷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을 때 선택 

오류 (Selection Error)가 가능하다. 이 선택오류는 ZD 즉 완전히 독립적인 작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경우 EOM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무시된다. 

비수행오류는 의폰성 평가시 일관성 있는 법칙이 요구된다. 만약 밸브들이 완전히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체크리스트에서 다른 단계들의 작업일 경우 작업행위간에 거 

의 의폰성이 없다(2m. 그러나 밸브가 하나의 공간에 무리를 지워 놓여 있는 경우 

특히 작업자의 가시적인 범위 내에 들어있으면 통상적으로 의폰성이 큰 것으로 평가 

된다(cm. 이 두 경우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는 경우 중간의존성 즉 ID 

Ontermediate Dependency)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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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시 언적오류 명가 

운전시 인적오류 평가를 위한 THERP 방법론은 아래와 같이 수행특성인자의 세 

가지 분류법에 기초하고 있다. 

- 운전실설계， 잡음 및 습도， 교체 계획 둥과 같이 작업환경을 정의하는 외부 수 

행 특성 인자 (Extemal PSFs) 

- 운전원의 기술， 능력， 훈련정도 및 자세 (Attitude)를 결정하는 내부수행인자 

Ontemal PSFs) 

- 피로， 실패에 대한 공포， 사건의 갑작성 둥 정신적， 육체적 Stress로 나누어진 

다. 

운전원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확률에 영향을 주는 수행특성인자들 (PSFs)을 고 

려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Stress 정도가 높을 때 (Moderately High)는 Handbook의 

표에 나타나 있는 기본 HEP값에 5배수를 곱하고 Stress 정도가 낮으면 (Low) 2 

배수를 곱한다. Handbook에는 27개의 표가 원전 운전행위에 따라 분류되어 있고 

중간값(Median value) , 상한값(Upper uncertainty bound) 및 하한값(Lower 

uncertainty bound)으로 주어지는데 UUB는 로그정규분포의 95% , LUB는 5% 값올 

각각 나타낸다. THERP에서는 각 운전원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고려되므로 

각 운전원은 관련직무 (Task)를 수행하는데 같은 실패확률을 가진다. 

그때 운전원간의 의존도는 보수시 사용되는 의존정도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5가지 

의 의존도수준 (dependence levels)에 의해 나타내어진다. 이 의존도 수준은 무의존 

도 (zero dependence) , 저 의 존도 Oow dependence) , 중간의 폰도 (medium 

dependence) , 고의존도 (high dependence) , 및 완전 의존도 (complete dependence)로 

구분되는데 아래와 같이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어진다. 

ZD : HEP = BHEP (즉，PSFs가 고려 된 후의 HEP) 
U ( 

LD : HEP = (1 + 19 x BHEP)/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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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 HEP = (1 + 6 x BHEP)/7 (3) 

HD : HEP = (1 + BHEP)/2 (4) 

CD : HEP = 1.0 (5) 

THERP에서는 대부분의 인간오류가 스위치를 잘못 선택하거나 수치적 정보를 잘 

못 원는 동의 관측실수 (observable error)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비수행오류 

(omission error)와 수행오류 (commission error)로 분류되는데 비수행오류는 관련작 

업 (task)을 완전히 빠뜨리거나 혹은 단계를 빠뜨리고 수행하는 경우이고 수 

행오류는 선택， 순서， 시간과 관련된 오류를 말한다. THERP 방법론은 관측오류의 

근본이 되는 관측할 수 없는 오류의 이유 (non-observable reason)를 설명하지 못 

한다. 의도형성 (intention formation)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오류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근원이 다른 원인에 의한 인칸오류의 결과는 그 성질상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어떤 관 (pipe)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똑같은 모양의 두 밸브 중에 

하나가 닫혀야 하는 경우에 운전원은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 때문에 혹은 의도 실수 

Cintention failure) 때문에 잘못된 밸브를 선택하여 잠가 버 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실수에 의한 반웅직후의 결과는 같지만 (유동이 멈추지 않는 것)， 후자(의도실수)에 

의한 결과는 상당히 심각하다. 나중에 운전원이 그것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이 의도 

실수에 크게 화우되어 회복(recovery)이 더욱 어렵게 된다. 

THERP는 오직 두 연속 행위사이의 연관성만 고려하고 운전원， 선임운전원， 보 

조운전원 동의 동시 다발적 연관성을 고려할 수 없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어떠 

한 수행특성인자 (PSFs)가 주어진 작업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정도를 결정함에 있 

어서 전문가 판단 (expeπ judgements)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ERP에서는 각 

수행특성인자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된다. 그러나 수행특성인자는 서로 관련성이 

있으며 각 수행특성인자의 조합이 미치는 효과는 이 방법론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가령 기 술정 도 (skill leveD 와 스트레 스 정 도 (stress leveI)는 서 로 상관관계 가 있 

을 수 있다. 더 많은 수행특성인자가 동시에 고려될 때에는 더 복잡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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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P의 기술방법과 방대한 database는 운전원 수행 실수를 모텔링 하는데 좋 

은 출발점을 제공하지만 운전원 거동에 기초가 되는 의도형성과정과 원인， 그리 

고 수행 특성인자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내포하고 있는 모델이 

다. 

4.2 SLIM 방법론 

1984년 Embrey에 의하여 발표된 성공률지수 방법론(Success Likelihood Index 

Methodology)은 조직화되고， 전문가 의견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이 방 

법은 보수시 인적오류와 운전시 인적오류 방법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다음에 기술 

된 일관된 방법으로 작업자의 인적오류를 수행한다. 

- 같은 수행특성인자를 가지면서 확률값이 요구되는 작업군 (group of tasks)을 

선정 

- 각 수행특성인자에 대한 중요도를 할당 

- 모든 작업에 있어서 수행특성인자에 대한 중요도 비율 (rating scales)을 할당 

- 각 해당 작업에 대하여 성공률지수 (SLI)를 얻기 위하여 상대 중요도를 만뜰 

- 성공률지수(SLD를 인간오류확률 (HEP)로 환산 

SLIM 방법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행특성인자는 설계수준(design quality) , 운 

전절차서의 적절성 (procedure meaningfulness), 스트레스(stress) ， 시간적 스트레스 

(time pressure) , 결과의 심 각성 (seriousness of consequences) , 복잡성 (task 

complexity) , 조화성 (quality of teamwork) 둥이다. 

같은 수행특성인자를 가진 작업군 (tasks)을 선택한 후에 (일반적으로 10 tasks 

이하)， 분석자， 즉 전문가 (expeπ)는 각 수행특성인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결 

정 한 후 그 합이 1이 되도록 조정 (normalize) 한다. 그때 사용자는 모든 작업 에 있 

어서 각 수행특성인자에 대한 중요도비율 (rating scale)을 1부터 9까지 중에서 선 

택한다. 이 과정 동안에 각 수행특성인자에 대한 이상적인 수준 Gdeal leveD이 역 

시 할당되어야 한다. 이 이상적인 수준은 운전원이 그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일 (task)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수준 (optimum leveD을 나타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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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할당된 율과 이상적인 율 사이의 차이에 의하여 가장 차이가 적을 때 1, 

가장 차이가 큰 것은 0으로 재조정되고 나머지는 비례값으로 조정된다 (Rescaling). 

각 작업 (task)에 대한 성공률지수(SLI)는 재조정율(rescaled rating)과 각 수행특 

성인자들의 중요도의 곱들의 합이다. 따라서 각 작업에 대한 성공가능지수 

SLIj = l: Rij Wi 

Rij: 번째 수행특성인자에 대한 j번째 작업의 상대거리 환산율 

Wi: 번째 수행특성인자에 대한 중요가중치 

이때 그 작업에 대한 인간오류 확률값(HEP)은 다음 식으로 구해진다. 

Log (HEP) = a x SLI + b 

(6) 

(7) 

여기서 상수 a와 b는 기준값(anchor points) 혹은 전문가가 제공한 경계값 

(boundary values)으로부터 결정된다. 이 기준값(anchor points)은 시물레이터 

(simulator) 또는 활용 가능한 자료들(available data source)로부터 얻 어 질 수 있 

다. 하나의 작업 (task)에 대한 경계값(boundary values)은 각각 SLI = 0과 SLI = 

1에 해당하는 상한값(UB)과 하한값(LB)인데 이 값들이 주어져도 아래 수식에 의 

하여 인적오류확률(HEP)을 구할 수 있다. 

HEP= UBl-SLl*LBSLl (8) 

성공률지수 방법론 (SLIM)은 전문가 판단(expert judgement)에 근거하여 운전 

원 실수확률을 구하는 조직화된 방법이지만 앞 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각각 수 

행특성인자 사이의 상관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값(anchor 

points)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바 Database의 확보문제， 사용자가 다르면 인간오류확률 

값이 달라지는 문제 둥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써 Database의 구축과 새로 

운 인지적 모델의 개발로 극복될 것이다. 또 다른 SLIM이 가진 제약성은 분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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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군(group of tasks)으로부터 하나의 작업을 더하거나 감할 때 인간오류 확률값 

이 크게 변화하는 민감도 (sensitivity)의 제한성을 가진다. 

4.3 HCR 방법론 

1984년 Hannaman에 의해 발표된 Human Cognitive Reliability <HCR) 모델은 중 

요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시간의존적 비반응 확률값을 산출해낸다. 비반응 

(non-response)이란 운전원이 하나의 일에 대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떠한 행위 

도 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오류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오진단 

(misdiagnosis)과 바른 진단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한 선택이 없는 경우 

(non-viable options)에 의한 인간오류는 이 모텔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보수시 

인적오류는 이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세계의 중요변수들이 운전 

원 비반응확률(operator non-response probability)의 평가시 사용되는데 그 변수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J. Rasmussen에 의하여 정의된바 기술 (skill) 법칙 (rule) 및 지식 

(knowledge)과 관련된 거동을 나타내는 변수， 

- 인식작업<Cognitive task)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운전원이 취하는 중간반웅 

시 간 (Median response time) , 

- 운전원의 경험， 스트레스 정도， 운전실 설계의 질과 관련된 수행특성인자 값 

또한 인식거동 (cognitive behavior)을 구분하기 위한 사건수목이 제시되었는데 

일상적인 운전행위인지， 관련 기술서가 폰재하는지 둥을 따져서 기술， 법칙， 지식기 

반 거동을 분류하였다. 중간반응시간 (Median response time)은 시율레이터 자료나 

전문가 판단， 혹은 운전원과의 면담<interview)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며 세 수행특성 

인자틀 (K1 :운전원의 경험정도， K2 : 운전원의 스트레스정도， K3 :운전실 설계의 

수준)과 관련한 상수값을 이용하여 보상한 K 상수가 아래 수식에 의해 결정된다. 

K = (1 +Kl)(1+K2)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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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보정된 중간반응시간(Median Response Time) , T1/2이 아래 수식으로 결정된 

다. 

T 1/2 T 1/2nomin외 XK (10) 

이 때 비반웅확률(non-response probability)은 Weibull 분포로써 수식(11)올 이용한 

확률값은 

PÜ) = exp - {[(νT 1/2) - CiJ/ Ai} Bi (11) 

로부터 구해진다. 

시간 t 는 주어 진 작업 (task)올 수행하는데 사용가능한 시간이고， Ai, Bi 및 Ci는 

시물레이터 자료에 의하여 조율된 상관상수이며 첨자 i는 세 가지 형태의 기술， 법 

칙 및 지식기반 거동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HCR 모텔은 시율레이터로부터 모은 자 

료에 근거한 실험모델이다. 이 모델의 중요한 가정은 어떠한 인식거동도 이세가지 

구분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수행특성인자가 오로지 중간반용시간 (T1/2)에만 영향을 

주며 시물레이터 자료도 역시 세 가지 거동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행특성인자가 THERP나 SLIM 모텔에서와 같이 서로 독립으로 가정되었 

으며 수행특성인자가 단지 중간반응시간에만 영향을 끼치고 인식거동과는 무관하다 

는 가정은 실제와 다르다. 즉， 많은 스트레스 하에서 그 전에 운전원이 기억했던 법 

칙이 완전히 망각되는 경우에 법칙기반거동이 지식기반거동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 

이다. 또한 HCR에 관한 최근 검정연구 (benchmark study)는 운전원의 반웅이 정 

확히 이 세 가지 Type중의 하나로 귀착되지 않았고 오히려 2가지 이상의 거동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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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HCR 방법론의 수행특성인자와 관련 상수 값. 

* 운전원 숙련도 CKl) 

1. Well-trained 

2. A verage knowledge training 

3. Novice 

* 스트레스 정도 CK2) 

1. Situation of grave emergency 

2. Situation of Potential emergency 

3. Active, no emergency 

4. Low vigilance 

* 정보전달 상태 CK3) 

1. Excellent 

2. Good 

3. Fair 

4. Poor 

5. Extremely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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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절 보조급수계통(AFWS) 이용불능도 계산 

1. 보조급수펌프 이용불능도(Component Level) (30)(31) 

기존 기술지침서에서 다중계통의 점검방법으로는 한번 점검시 다중계통 

(Multi-redundancy System) 기 기를 모두 순차적으로 점 검 하는 순차적 점 검 시 험 

(Sequential Surveillance Test)과 다중계통 기기를 균일한 시간으로 엇갈려서 점검 

하는 교번 점검시험 (Staggered Surveillance Test)중 하나로 점검을 수행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순차적 점검방법은 교번 점검방법 보다 시스템 이용불능도가 높게 나타 

나고 점검으로 인한 인적오류의 상호종속성이 있으나 한 번 점검시 다중계통 기기 

모두를 점검하기 때문에 기기 점검에 따른 운전원과 검사원의 부담감이 교번 점검방 

법 보다 적다. 일반적으로 가압경수로 원전의 점검방법으로는 안전성 측면에서 이용 

불능도가 낮은 교번 점검방법을 대부분 점검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1/4이 

상 다중계통 기기의 점검주기가 짧을 경우 교번 점검방법은 기존 이용불능도 평가변 

에서 낮더라도 운전원의 부담감을 과중시켜 점검에 따른 인적오류를 증대시켜 안전 

성을 저하시킬 수도 었다. 

그리고， 2.1 절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기 점검 및 보수로 인하여 기기별 마모， 

발전소 정지， 운전원의 부담감， 방사선 피폭 동의 역효과(Adverse Effects)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효과들은 PSA 평가시 정량화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철에서는 원전의 기기들에 대한 STVAOT를 평가하기 위해 영광 3, 4호기 보 

조급수 계통에 대하여 기기단7-l] (Component LeveI) , 계통단계(System LeveI)에서의 

이용불능도를 계산하여 보았다. 기기단계에서는 보조급수펌프(AFWPs)에 대한 이용 

불능도를 계산 하였다. 보조급수펌프 이용불능도 계산시 고려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다중계통중 1/4 및 2/4 시스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검방법 

. 교번 점 검 방법 (Staggered Surveillance Test) 

. 순차적 점 검 방법 (Sequential Surveillance Test) 

. Tr，머n별 교번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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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으로 인한 마모 역효과(Adverse Effects)를 고려하여 작동시 고장률과 마 

모시 고장률에 반영하기 위한 모텔링 

( 1 , n\ , r./ W\ 1 시 r./ W\1 . Model: 시 (1- P) + P! :;; H - (1) , 때 (1 -P) + p( 강 l~ (1) l ‘ \T J/ ιl ‘ \T J/ 

- 펌프들에 대한 공통원인 고장으로는 종류에 따라 b모델 사용 

-펴ι\ r1 rj r1 cl 
(1 -βrj) 끼 l 

(2) 

이
 

D 
이
 

D 
-
찌
 

1
꺼
P
 

Qum 

-- (3) 

- 점검 및 보수로 인한 인적오류 

. 교번 점검방법 의존성 독립적 

. 순차적 점검방법 의존성 종속적. 중간의폰성 (MD) 

. Train별 교번 점검방법 의존성: 부분적 적용 

1.1 2/4 시스댐 점 검방법 

2/4 시스탬 기기 점검시 균일한 시간간격으로 하는 교번 점검방법에 대한 점검주 

기와 점검 및 보수시간을 고려한 시스템 점검방법을 나타내면 그림 3. 1. 1과 같다 r 

는 점검주기를 나타내고 BC, DE, FG, HI 시간 f.은 점검 및 보수하는데 걸리는 시 

간을 나타낸다. 점검으로 인한 인적오류 공통원인고장은 연속적 점검이 아니므로 상 

호독립적이다. 

z 

H 
oA 값 5조 F맥 

ζ
 
HH 

그림 3.1.1 2/4 시스템 교번 점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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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별로는 교번점검하고 Train 내에서는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은 그림 3.1.2 

와 같다. r는 점검주기를 나타내고 BC, CD, EF, FG 시간 f，은 시험 및 보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점검으로 인한 인적오류 공통원인고장은 Train 내에서는 

연속적이므로 상호종속적이다. 

r 

k 뾰E 뾰~G 

그림 3.1.2 2/4 시스템 교번과 순차적 혼합 점검방법 

한번 점검시 기기 전부를 점검하는 순차적점검에 대한 방법은 그림 3. 1.3과 같다. 

r는 점검주기를 나타내고 BC, CD, EF, FG 시간 f，은 시험 및 보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다. 점검으로 인한 인적오류 공통원인고장은 상호종속적이다. 

r 

A 뾰없lF 

그립 3.1.3 2/4 시스댐 순차적 점검방법. 

1.2 점검 및 보수(T&M)로 언한 마모 역효과 (Adverse Effets) 모웰링 

점검으로 인한 역효과중 기기 마모(Wear)를 정량화하기 위해 운전자료를 기준으 

로 작동시 고장률(Failure Rate of Run, .1)과 요구시 고장률(Failure of St따t， D)에 

적용하면 다음 두 모텔을 제시할 수 있다. 

Model 1 : À{ (1 - P) + 머￥)} (4), 머 (l -P) + 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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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2 : 시 1 + 꺼￥)} (6) , 껴1 + 껴￥)} 

T: 점검주기 

W: 기기 작동시 고장률과 요구시 고장률 자료의 기준 점검주기 

p: 점검시 기기의 마모효과 비율 

(7) 

기폰의 다중계통의 이용불능도 계산시 점검주기 변화에 따라 작동시 고장률과 요 

구시 고장률을 일정한 상수(Constant)값으로 가정하고 대상 기기의 이용불능도를 구 

하였기 때문에 점검 및 보수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 

식 (5)-(7)은 점검 및 보수로 인한 역효과를 적용하여 점검주기에 따라 작동시 고장 

률과 요구시 고장률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운전자료에 따라 모텔 1과 모텔 2 

를 적용할 수 있는데 모델 1은 기준 점검주기의 작동시 고장률과 요구시 고장률에 

점검으로 인한 역효과가 포함된 경우에 적용하고 모델 2는 작동시 고장률과 요구시 

고장률에 점검으로 인한 역효과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3 적용 시스탬 점검방법별 이용불능도 

영광 3，4호기 보조급수펌프는 2개의 Train으로 되어 있고 각 Train은 디젤구동펌 

프와 전기구동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보조급수계통에 대한 P&ID는 그림 3.1.4 

로 주어졌다. 보조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운전 불가능한 경우 원자로 냉각계통이 

정지냉각계통과 연결될때까지 증기발생기에 적당한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펌프에 의 

해 보조급수를 공급한다. 영광 3，4호기 경우 각각의 펌프는 증기발생기 수위유지를 

위해 공급유량 50%를 급수할 수 있으므로 2/4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점검주기는 1 

개월， 점검방법으로는 교번 점검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다. 

2/4 시스템 점검방법별 이용불능도 해석해는 점검으로 인한 역효과를 적용한 작 

동시 고장률과 요구시 고장률， 점 검 및 보수시 인적오류(Human Error) , 각 고장원인 

별 공통원인고장(CCF)을 적용하였다. 첨자1은 디젤구동펌프를 나타내고 첨자2는 전 

기구동펌프를 나타내며 점검순서는 상호 순환적이기 때문에 점검방법에 상관 없이 

Train 1의 디젤펌프， 전기구동펌프， Train 2 디젤펌프， 전기구동펌프 순서로 점검한 

다고 가정하였다. 작동시 고장과 요구시 고장의 공통원인고장은 디젤펌프와 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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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펌프에 대해 기동방식과 동력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펌프종류에 따라서는 상호 

독립적이다고 가정하여 h모델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고장 요소와 공통원인에 따른 

관련 수식은 다음과 같다. ιl은 디젤구동펌프 작동시 고장률을 나타내고 수식 (8)은 

작동시 공통원인 고장률. (9)는 작동시 전체 고장률을 나타낸다. 

-펴ι-μ Àc1 
(1 -βrI) d l (8) • Àrl + Àcl Àl (9) 

D찌은 디젤구동펌프 요구시 고장확률을 나타내고 수식 (10)은 요구시 공통원인 

고장률. (11)은 작동시 전체 고장률을 나타내고 모터구동펌프 고장 요소와 공통원인 
도 수식 (8)- (11)와 동일하게 나타내고 첨자만 2로 표시한다. 

이
 

D 
찌
 

D 
-
찌
 

1
꺼
P
 

QK = 
(1 0) D이 + Dcl Dl (11) 

점검 및 보수시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은 종류에 따른 점검방법의 유사성과 보수 
의 유사성 때문에 다른 종류일지라도 상호 종속적으로 가정하여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1ity)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런 가정은 점검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순차적 점검시에는 상호종속적이고 교번 점검시에는 상호 독립적이다. 

점검 및 보수시 한개의 인적오류는 Yo. 연속 2개의 인적오류 YOYl. 연속 3개의 

인적오류 YOYIY2 • 연속4개의 인적오류 YOYIY2Y3로 조건부 확률을 적용한다. 조건부 

확률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상호종속적일 경우 YO< Yl < Y2< Y3- •.. (12) 

상호독립적일 경우 YO= Yl = Y2= Y3 .. (13) 

이러한 가정들을 이용하여 수식 (4)- (13)을 적용시켜서 2/4 시스댐의 점검방법별 
시스댐 이용불능도 항목별 수식을 유도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3.1.1로 나타내었다. 
점검 및 보수로 인한 역효과를 적용한 이용불능도는 수식 (1 )-(9)를 이용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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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시스템 이용불능도계산 적용은 발전소의 운전경험을 반영한 

고유자료(Specific Data)가 없기 때문에 고장원인별 자료는 영광 3，4호기 PSA 1단계 

에 서 사용한 참고자료(Reference Data)를 사용하였으며 각 자료들의 Error Factor는 

10을 사용하였다. 점검 및 보수로 인한 역효과 자료는 미국 원전의 고유자료[8]를 사 

용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주된 원인에 대해서만 간략히 표 3.1 .2와 3. 1.3에 나타내었 

다 그리고 유도과정은 2/4 시스댐의 교번점검 방법에 대해서만 나타냈고 다른 점검 

방법은 결과만을 나타냈다. 

(가) 2/4 시스댐의 교번점검방법에 대한 이용불능도 

2/4 시스템의 점검 및 보수시 인적오류를 고려하여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못할 

경우는 다음 (ql) -(q15)로 주어지고 El, E2, E3, E4는 각각의 기기들에 대한 인적오류 

를 나타낸다. 

(ql) P r { S I E4E3EZ판 } Pr{ E4 I E3E ZE l} Pr{ E3 I E2 E l} Pr{ Ez I 판 }Pr{ El} 

(qz) Pr { S I E4 E 3E2El} Pr { E4 I E3E2El} Pr {E3 I E2El} Pr { E2 1 El} Pr{ El } 

(q3) Pr { S I E4E3E2El} Pr { E4 I E3E2E l} Pr { E31 E2E l} Pr { Ez I El} Pr{ El } 

(q4) Pr { S I E4E3EZE l} Pr { E41 E3E2E l } Pr { E3 I E2El} Pr { E2 I El} Pr{ El } 

(q5) Pr { S I E4 E 3E2El} Pr { E4 I E3 E2E l} Pr {E3 I E2 E l} Pr { E2 1 El} Pr{ El} 

(q6) Pr { S I E4 E 3E2El} Pr { E4 I E3EZE l} Pr { E31 EZEl} Pr { Ez I El} Pr{ El} 

(q7) Pr { S I E4E3E 2El} Pr { E4 I E3E2E l } Pr { E3 I EZEl } Pr { E 2 I El } Pr { El} 

(q8) Pr{ S I E4 E3EZE l} Pr {E4 I E3 EZE l} Pr { E31 EZEl} Pr { Ezl El} Pr{ El} 

(qg) Pr { S I E4E3EZEl } Pr { E41 E3E2El} Pr { E3 I EZEl} Pr { E 2 1 El} Pr{ El } 

(qlO) Pr { S I E4 E 3E 2El} Pr { E41 E3E2E l} Pr { E31 E2E l} Pr { Ez I El} Pr{ El } 

(q1l) Pr { S I E4 E3E 2El} Pr { E4 I E3 EZEl} Pr { E31 E2 E l} Pr { E2 1 El} Pr{ El} 

(qlZ) Pr { S I E4E3E2El} Pr { E41 E3EZEl} Pr { E3 I EZEl} Pr { E 2 1 El} Pr{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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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Pr {SI E4 E3E2E1} Pr{ E41 E3 E2E1} Pr{ E31 E2E1} Pr { E2 1 E1} Pr{ E1} 

(q14) Pr { S I E4E3E2E1} Pr { E41 E3E2E1} Pr { E31 E2 E1} Pr { E2 I E1} Pr{ E1} 

(q1S) Pr { S I E4휠힐E1 } Pr { 휠 IE줍핑 } Pr { 휠 I E2 E1 } Pr { E2 I E1 } Pr { E1} 

(1) AB 구간 

인적오류 계산시 (1 - η) = 1 , (1 - r2) = 1을 가정하고 각 경우에 대한 이용 

불능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q1) + (q2) + (q3) + (q4): 2(r1 r22 + Y1 2r2) (14) 

(qS): r1η{Dt + ,1 1(t + 한 + ,12(t + 쉰} (15) 

(q6): 상{D1 + α， + ,1 r ,(t + 산 + ,1 1(t + 한} 

(q7): r1r2{ Dt + ,1 1(t + 한 + “ 
(q8): r1η{Dt + ,1 1(t + 산 + ,1 2(t + 꼼} 

(16) 

(17) 

(18) 

(qg): η2{D2 + Dd, + ,12(t + 쉰 + ，1씬 (19) 

(qlO써rz{Dt + À1 (t + 산 + Àzt} (20) 

이μ
 

까
U
 

3-4 + 1r‘ /
‘
、

”‘ 
‘A + 

C 
D + 

써
l
 께
 

이
까
 

2-4 

2-4 

4 
4 

+ 

+ 
4r·4r· 

,‘, 

/
l
‘
、

/
l
‘
、

끼
/
-
n
/


t 

‘A 

、

A

/
，
、

‘“ 
+ 

+ 

+ 

q 
q 

k 

써
시
 써시
 

미

ψ
‘
 
3-4 

4 
4 

3J 

+ 

+ 
4--ir

‘ 

/
I‘
、

/
t，
、

」
l

y 

r 

‘A 

‘A 

iI‘ 
f” 

+ 

+ 

‘A 

J“ 

서
“
 

+ 

D 

D 

/’
l,‘‘,
l‘ ,,
l,
till

‘ 

n써
 + 

+ 

tl,,‘,,‘ 「
키
1
 

VI 

、
…

q /
‘
‘
、

-168 -



(q12): 

71[ {Dd, + À y,( t + 중 η}(D아 + Ày,t) + Dc, + Àc,(t + 

+ {Dd, + μ(t+ 요 r) l(D1 + À1(t + 표에} \~à， ' "y". , 4 "l\ ~1 ' "1'. , 4 "1 

+ (Dd, + 씨{Dl + Àj(t + 쉰}] 

、

η

2-4 

(22) 

71[ {Dd, + ι2(t + 3η}(D아 + Ày,t) + Dc, + Àc,(t + 꼼 
(q값 +{D아+ μ(t+ 뀐}{Dl + À1(t + ! r)} (23) 

+(D아 + Ày,t){ Dl + À1(t + 갚}] 

(띠q14따4 

+{D얀 ι，(t + 환}(D2 + À2t) + {D얀 ι，(t + 산}(D2 + 갱] 

(q15): 2[ [ {D감 싸+ 환}{D이 + ι( t+ 산} + D c, + À c, ( t+ 윈]{D야 + μ( t+ 산}+ 
[ {D아+ Ày，(t+꼼}(D아 +À찌 +D선 Àc，( t+쉰]{D아 +ι(t + 융)}] 

(25) 

이상에서 구한 각 경우에 대한 이용불능도의 합은 2/4 시스템의 전체 이용불능도 

를 나타내고 수식 (26)과 같다. 

(ql) + (q2) ............. (q14) + (q15) = q(t) q y(t) + q h(t) (26) 

qr(t)는 전체 이용불능도중 인적오류와 관련되지 않는 요소들의 합을 나타내고 qh(t) 

는 인적오류와 관련된 요소들의 합을 나타내어 구분하여 전체 이용불능도 분석시 지 

배적인 요소들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 평가시 고려한 기기 고장원인에 대해 

면리성을 제공할 수 었다. 이에 대한 적용 시스템의 이용불능도는 수식 (27)과 (28) 

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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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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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Dd,À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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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rt + À y,2 (t2 + r) + Dd,À y,(2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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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À2Ày,(t + 

수섯 (27)과 (28)에 대한 평균 이용불능도는 수식 (29)와 (3이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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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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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rμ
μ
2
 

n
L꺼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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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d) + 

D아D써η콩 
+ Dd, À η2옳 

Dc,Dd2 + 

Dd，Dd:싸l활 
Dd, À y， 2융 

+ 

+ Dd,Dd,2 

+ 

D"À 효E d{'c, 16 + D셔 À_ ?~ 
아 c, 16 

-170-

+ 

+ 

Dc,À 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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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YIY(lDt + 효f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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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씨 + 32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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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fÀo + 32 "l 

+ 

+ 

YI
2 

Y2) 

Dd ) 

I 

심4qh( ” 따 
융 (YI Y/ + 
Y22않(D1 
YI

2 {1(D2 

q av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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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D서 Ào표E 
I1j"l 16 + A II 

Cj 32 

D".À 표흐 
112 η 16 

À ， Àv 정사 + 
i η 3 .4 ι l 

D서 A 펴:;- T + 
아 rj 16 ‘ 

À2À rj즙} 

+ Dd,) + 

+ + 2DIDd,) 

Àv 2 C -
η 48 

DC2 + + 2rl않( D아2 

+ + D,À 표E 
1" Y, 16 + 

+ 

+ 

2D2Dd) 

A 2 r2 -
12 

十DCj 

+ 

+ 
D?À 효E 

l" rj 16 

2Y2{ 1 ( Dd j

2 

+ 

(2) BC 구간 

BC 구간에서도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평균 이용불능도를 구하면 다음 수식 

(31)와 (32)와 같다. 

(31) qh( t) + qr(t) q(t) 

(32) 

i L rrqr(t) d 

( Dd2
2 + DC2 + 2DIDd,)( 프~) + (Dd，À η + DIÀr, + Dd2ÀI}rr+ r 

Acz( 3 ry)+ 써.，( 똥) 

q av r 

(33) 

심 qh(t) dt 

? Tv I ,_ _. T• :{ ., 1 • 1 
(2YI )'2+ )'2")-=닫 + 서 (D2 + Dd，)주 +À2( 융 Tr) +μ( 숭 Tr)t + 

η{ 2DtC 관)+À 1 Tr+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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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 구간， DE 구간 

CD 구간에서의 평균 이용불능도는 각 구간은 순환적 의미를 가지므로 AB 구간 
에서 구한 결과에 첨자 1과 2만 바꾸어 주면 된다. DE 구간도 마찬가지로 BC 구간 
의 결과에 첨자 1과 2만 바꾸어 주면 된다. 

(4) EF, FG, GH , HI 구간 

EF, FG, GH, HI 구간의 평균 이용불능도는 AB, BC, CD, DE 구간의 평균 이용 
불능도와 같다. 그래서 전체 이용불능도는 AB, BC, CD, DE 구간 평균 이용불능도 
의 두배가 된다. 

위의 구간별 평균 이용불능도의 합인 전체 이용불능도는 표 3.1.1로 정리되며 각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이용불능도 분석시 용이하도록 나타내었다. 

(나) 적용 시스햄에 대한 이용불능도 계산 및 결과 

위에서 구한 2/4 시스템의 평균 이용불능도에 표 3.1.2, 3. 1.3의 기기 고장자료를 
사용하여 보조급수펌프에 대한 이용불능도를 수치적 결과는 표 3.1.4와 같고 이를 그 

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 1.4와 같다. 

표 3.1.2 영광 3，4호기 PSA 1단계에서 이용한 AFWPs 고장 자료 

요구시 고장률 작동시 고장률 CCF (Beta) 
Human 

Error 
Motor 1.3E-3/d (N.E.utiO 8.0E-5!hr 0.0:딩6(fail tos떠rt) 3.28E-3 
Pump 3.0E-3/d(ALWR PRA KAG) 1.5E-4까lr 0.OO3(fail to run) 7.98E-4 

Diesel 3.lE-3/d (N.E util ) 8.0E-5!hr 0.0546(fail tos띠rt) 3.28E-3 
Pump 2.0E-2Id(ALWR PRA KAG) 1.0E-4!hr 0.OO3(fail to run) 7.98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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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LERs의 AFWPs 고장원인별 발생비율(%) 

23 % 17% 

[냐.ac야k 0이f L니ubr끼ica때t디ion떼n미11Ma리intenac않e Erπro아띠r티I Wea따r/e히n때1떠d 0아f life e 
or Cooling 

15% 

3가지 점검방법별 점검으로 인한 역효과는 모델 1를 적용하고 각 점검방법별 점 

검으로인한 역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와 고려한 경우에 대해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점검주기 30일， 60일， 90일에 대한 점검방법별 이용불능도의 값을 수치로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 3.1 .4와 같다. 

표 3.1.4 점검주기별 이용불능도(Unavailability) 

l\ All Staggered test Train Staggered Test All Sequential Test 

30일 7.62 X 10-4 7.62x 10-4 1.07 X 10-3 1.07X 10-3 1.54x 10-3 1.54X 10-3 

(Wear) (Wear) (Wear) 

60일 2.68X 10-3 1.91 X 10-3 4.83x 10-3 3.35X 10-3 8.1 X 10-3 5.50X 10-3 

(Wear) (Wear) (Wear) 

90일 6.38X 10-3 3.91 X 10-3 1.36 X 10-2 7.96 X 10-3 2.40x 10-2 1.39X 10 • 2 

(Wear) (Wear) (Wear) 

표 3.1 .4에서 처럼 이용불능도는 각각의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점검으로 

인한 역효과를 적용하면 점검주기를 연장하면 할 수록 이용불능도 증가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기 및 시스댐 이용불능도를 구하는데 기존 방법과 

점검 및 보수로 인한 효과를 적용한 점검주기 변화에 따라 작동시 고장률과 요구시 

고장률 값이 변하는 모댈 1은 2/4 시스템 보조급수펌프의 점검주기 30일 이후에서 

많은 40%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앞 절 2.1에서 검토한 1992년도에 미국에서 수행된 기술지침서 점검요건 개선 연 

구에서는 보조급수펌프에 대해 점 검으로 인한 기 기 마모의 역 효과(Adverse Effet)를 

m ” 



고려하여 점검주기를 ASME Code 요건에 따라 3개월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계산 결과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현행 점검주기 1개월 이후 시간에서 이용불 

능도는 증가하나 점검으로 인한 기기 마모의 역효과를 고려하면 증가량이 급격히 감 

소하고 있어 권고요건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점검주기 변화에 따른 

시스템 이용불능도를 분석할 때 기기들의 고장요소에 대한 기폰의 PSA 계산시 일반 

적으로 사용한 방법보다는 운전경험과 기기 및 계통들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 

고 기기단계 (component leveD에서 중요 요소들에 대해 적합한 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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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작동시， 요구시 고장률로 유도된 점검방법별 이용불능도 

All Staggered Test Train Staggered Test All Sequential Test 

2( Dd,2Dd, + Dd,Dd,2) 2( Dd,2Dd, + Dd,Dd,2) 2( Dι2Dd， + Dd,Dd,2) 

2(Dc,Dd, + Dc,Dd,} 2 (Dc ,Dd, + Dc,Dd,} 2(Dc,Dd, + Dc,Dd,} 

( Dd,2,1" + Dd/ ,1,,}r ( Dd,2,1" + Dd,2,1"lr ( Dd,2,1" + Dd/ ,1,,) r 

2(Dd，Ddλ " + Dd,Dd,,1,, lr 2(Dd,Dd,,1,, + Dd,Dd,,1,,}r 2( Dd，D아，1" + Dd,Dd,,1,,}r 

정L ( Ddι，，1，， + Dd，껴 r겨，，}-'24 펴L ( Dd,,1,,,1,, + Dd겨 r겨，，} íz K (Dd,,1,,,1,, + Dd,,1,,À')3 
( Ddι ,1,, 2 + Dd, ,1 κ 거)닮 12 (D시d， ,1,, 2 + Dd, ，1 ι ，2)뇨 123 (D씨 

(써ι + ，1써2짧 ( ，1，， 2 ，1써" ，1η2)강 ( 써，.~ + À ,.\ 시)감 
(Dc ,,1,, + Dc,,1,,}r ( Dc，，1 η +Dc끼，，}r (Dc ,,1,, + Dc,À,)r 

( α，1 c ， + α，，1 c，)활 (D아A샤 D이，1 c，)황 (Dd,Àc, + Dd,,1c,h 

뚫L 
(,1 c,,1" + ,1 C,,1,)4'8 

갱L (À cι" + ,1 C,,1')-24 
낄L 

(,1 c,,1" + ，1 cλ')3 

2{( Dd,2+Dc,+ Dd,2+ 2{< Dd，2+D선 Dd,2+Dc,+ 2{ Dd， 2+D낀 + Dd,Z+ 

D선 2(D2Dd, + DjD아)) 순 2(D2D안 DjDd,)) ? Dc, +2(DzDd, + DjDι))조 
t 

2(Dd겨η +Dj，1，， +Dd，끼j+ (3Dd,,1,, + 3Dj,1 η +2Dd.겨j+ (3D아Aη +3Dj，1 η +2Dd끼 j+ 
Dd,,1,, + D2,1" + Dd,,1 Z}r, Dd,,1,, + Dz,1" + 2Dd,,1Z)rr Dd,,1,, + D2 ,1 r, +2Dd,,12)r, 

(àc, + ,1c,} t r, + (À c, +2,1 c,} r,+ (,1 c, +2À c,)r,+ 

(,1 j,1" + ，1 Z，1 r，)π， (3,1 j,1" + ，1 Z，1，，)뚱 ( ，1샤+ 2À j,1" + ,1Z,1" + 

z ~:) 
,1• z rr. + ,1. 2~~ 

,1" 2r πr 
r~ rr,' ArJ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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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2 인적오류가 적용되어 유도된 점검방법별 이용불능도 

AllStaggered Test Train Staggered Test All Sequential Test 

2Cη r/ + r1 2r2) 2(rl r2 2+ r/r2) 2(rl r22+ n 2r2) 

4ηη{D，+f이+싸) } 4rlr2(D,+ À ，융) 4rlr2(D,+ À,f) 

η2{(D1 +Dd，) +f(À꺼써) r2 2( Dl +Dd, + 융 4IAl+; 4EA r2 2( Dl+D.이 +f(À 1 +ι) ) 

r1 2{ (D2+Dd,) + 웅O2 + μ) 2( 파 l ‘ rl'(D2 +D껴+"'4 À2 +t Àr'l rI2(D2+Dι +fCÀ2 +ι) ) 
2η{C Dd/ + Dc, + 2DIDd,l+ 2η{ Dd，2+2D아Dl+Dc，+ 2rd Dd,2 + 2Dd,Dl + Dc, + 

(Dd，À η +Dd서 1 + DIÀr,)r- (Dd，Àη + DIÀr, + Dd,Àl)r (Dd，À η +DIÀη +Dd싸)r+ 

A 효F + Àr_2효쓰 À_2효f+À 융흐 A간씨ll3쩔r+A c, 투2+ C34+η24+ 24 + Àc,"'4 + 

ÀIÀη뽑} Àr.씨 lj짧} 
2r2{ ( Dd,2 + Dc, + 2D2Dd) + 2η{ Dd，2+2Dd，Ð2+D.얀 2η{ Dd，z +2Dd，Ð2+ D얀 

(Dd,Àr, + Dd,À2 + D2Àr)r- (Dd,Àr, + D2Àr, + Dd,À2) (Dd,Àr, + D2Àr, + Dd,À2)r 

A 융흐 A 2효i!. 
Arl 2A효2 2」E4r뺨 +Àc, 요 4E + À •. 2 ~ +À 투 c,-'4+ À,:14 + 3+ Àc'2+ 

À 2Àη뿔} A싸똥} 
2(4rlr2+ r/+ r2 2 ) 츠i r 2(4rl r2+ r/+ r/) ? 2(4rl r2+ r1 2+ η2)투 

2rl{CD2 + α)순 + 2rl {(D2+ D아)순 + 2세 
1._-,-,.l. 

À ，ι 4" rr+ À η :4 rr+ 효 4 À ，ι 2" rr+ À η 2" l"r+ 1._-,-,.l. 
À2 2"l"r+ À η 2" l"r+ 

2D, ? +ι l" r} 2D，드 +À 으} 
l" '''' 2 2Dt~ +Àt2 

2r2{ (Dl +D.이)순 + 2η { (Dl +D이)순 + 2η { (Dl+Dd，) ? + 
1._-,-, .l. 

À.-!- z-;. + 2Dt드 +À 융 l"r} À14 l"r+À<t l"r+ r, 2 l" 7: '''12 

2Dt순 +Àt l"r} 2D，~ +Àt2"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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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급수계 통 이 용불능도(System LeveI) 

본 절은 예제 계통 영광 3，4호기의 보조급수계통(AFWS) 고장수목분석 (Fau1t 

Tree Analysis)을 통해 보조급수펌프의 STVAOT변화시 계통단계 (System LeveD에 

서 이용불능도를 분석과 앞 절 기기단계 (Component LeveD에서 분석한 결과를 비교 

하여 보조급수펌프의 최적 STVAOT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각 

단계별로 분석，비교하는 STVAOT 평가 체계를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예제 계 

통에 대해 시험적으로 연구 검토하였다. 최종적 분석단계인 발전소 단계 (Plant 

LeveD에 대한 분석은 수행되지 못하였지만 단계별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인 상호보완 

을 고려할 때 발전소 단계 분석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PSA 프로 

그램의 하나인 미국 INEL에서 개발한 IRRAS (Integrated Reliability and Risk 

System) 5.0을 계통단계 계산에서 사용하였다. 

2.1 계통단계얘서 STI/AOT 명가 체계 

본 절의 목표는 보조급수계통을 대상으로 계통의 이용불능도값을 서로 다른 

AOT에 대해 STI 변경에 대하여 계산함으로써 계퉁 이용불능도값이 최저가 되는 

STν'AOT를 핫아 내는데 있다. 이용불능도 계산을 위한 작업은 다음 두단계로 구성 

된다. 첫단계는 보조급수계통의 기기중 STVAOT 변경 대상 기기의 선정이고 두번 

째 단계는 기기들의 STVAOT의 변화에 따른 계통 이용불능도의 계산이다. 적용한 

STVAOT 평가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TVAOT 변경대상 계통/기기 선정 

- 변 경 STνAOT Matrix 작성 

- 대상 계통 고장수목 모텔링 

- 변경 Matrix에 따른 기기의 평균 이용불능도 계산 

- IRRAS code상에서 고장수목의 기본사건 확률값 입 력 및 계통 이용불능도 계산 

- 계산된 이용불능도 분석 

- 최적 STVAOT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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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TI/AOT 변경 대상 기기 및 계통 선정 

각 계통이나 기기의 동작 특성이나 고장원인에 따라 위에서 전술한 방법론이 적 

용 가능한 기기나 계통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계통이나 기기가 있으므로 위에서 전술 

한 STI!AOT 방법론이 적용될 기기나 계통을 선정해야 한다. 

(나) 변 경 STI/ AOT Matrix 작생 

STI!AOT 최적화 대상이 될‘기기나 계통이 선정되었으면 변경시킬 STI!AOT에 

대한 변경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행 AOT나 STI를 기준으로 적절한 시간간격 

으로 STI!AOT를 변경시켜 현행 STI!AOT보다 짧을 경우와 길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STI!AOT를 동시에 변화시키면서 민감도 분석이 수 

행될 경우 변경될 AOT/STI를 matrix의 형태로 작성하는 작업이 권장된다. 

(다) 대상 계통 고장수목 모웰링 

본 연구에서는 고장수목 분석방법올 사용했기 때문에 여용불능도 민감도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기나 계통에 대해 기기나 계통의 동작이나 운전 논리에 맞는 고장수 

목의 작성이 필수적이다. 

(라) 변경 Matrix얘 따른 기기의 평균 이용불능도 계산 

변경시킬 STI!AOT가 결정되었다면 한 기기에 대한 이용불능도 계산 모델을 수 

립한 후 STI!AOT 변경에 따라 대상 기기의 이용불능도가 먼저 계산되어야 한다. 

(마) IRRAS code애셔 고장수목 기본사건 확률강 압력 및 계통 이용불능도 계산 

변경된 AOT/STI로 인한 기기의 이용불능도가 계산이 되었으면 계산된 확률값을 

IRRAS code의 해당 기본사건 확률값으로 입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입력이 완료 

되었으면 각 case별로 계통 전체의 이용불능도를 계산한다. 

(바) 계산된 이용불능도 분석 

각 case별로 계통 전체의 이용불능도가 계산되었으면 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STI!AOT의 변화에 대해 계통의 이용불능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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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통의 이용불능도 변화 추이를 이용불능도의 최소값이 나타나는 곡선 형태로 

도출할 수 있어야한다. 이용불능도 변화 곡선이 도출되었다면 그 추이를 이용하여 

최 적 STI!AOT를 평가할 수 있다. 

(사) 최 적 STI/AOT 명 가 

단계 (6)에서 도출된 이용불능도변화 곡선에서 최소 이용불능도가 폰재한다면 그 

점에서의 STI!AOT를 확인하고 그 값이 인정할 수 있는지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판 

단한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검증을 받은 기존의 연구결과나 규제기관의 권고사항 

둥올 참조해 수립해야 한다. 

2.2 STI/AOT 변경 대상 기기 

STI!AOT 변경 대상 기기로 영광 3，4호기 보조급수계통(Auxiliary Feedwater 

System)을 선돼했다. 보조급수 계통의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주급수계통이 동작불능이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 Hot Stanby Condition 동 

안 증기발생기의 수위를 유지한다. 

- 예상되는 모든 사고시 주급수 계통의 급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노심냉각계통 

(RCS)의 온도와 압력 이 Shutdown Cooling System (SCS)의 가동을 허 용하는 

값까지 올라갔올 경우 RCS에서 붕괴열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보조급수계통은 두개의 100% 용량을 가지는 Train으로 구성되며 각 Train은 

50% 용량올 가지는 모터구동펌프 1 기， 디젤구동펌프 1기와 그와 연관되는 밸브， 파 

이핑， 계측장비와 제어장비로 구성된다. 보조급수계통의 구성은 그립 3.2.1에 간략화 

되어 있다. 각 Train은 증기발생기 A와 B로 급수할 수 있으며 보조급수펌프는 정상 

운전시 대기 상태 (Standby Mode)에 있다. 보조급수 구동 신호(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Signal: AFAS)는 펌프들을 구동시키며 경보는 주제어실(Main Control 

Room: MCR)에서 펌프의 자동구동과 자동 비상정지 기능을 위해 주어진다. 모터구 

동펌프와 디젤구동펌프는 낮은 홉입압력에서 자동정지된다. 

보조급수계통은 해당 중기발생기의 수위가 낮아졌올 때 자동적으로 구동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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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실의 수동 조작에 의해 발생되는 보조급수 구동신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동 

된다. 보조급수계통은 증기발생기로 통하는 유통경로상의 4기의 독립적인 펌프가 정 

상 운전시 작동 가능해야 한다는 기술지침서에 명시된 제한조건에 따라 동작되어야 

한다. 만일 하나의 보조급수펌프가 작동불능일 경우 72시간내에 동작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거나 그 다음 6시간내에 발전소가 Hot Standby 상태가 되어야 하고 다옴 6시 

간 내에 Hot Shutdown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7] 혹은 4기의 보조급수 펌프가 실 

패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27]의 펌프를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한다. 

보조급수 계통은 1üO%의 capacity를 가지는 두 tra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train은 50%의 capacity를 가지는 펌프와 관련 밸브， 파이핑， 계측장비와 제어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각 train의 펌프는 하나의 모터구동펌프Cmotor-driven pump)와 디젤 

구동펌프Cdiesel-driven pump)로 구성되어 있다.50%의 capacity는 증기발생기의 수 

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요구유량 550 gpm에 기준하여 설정된 것이며 각 펌프 

는 노심손상을 막기위한 붕괴열제거(Decay Heat Removal)에 필요한 용량 1üO%를 

가지고 있다. 각 train은 증기발생기 A. B로의 급수가 가능하며 두 train사이의 다중 

밸브에 의한 cross-tie line들은 보조급수계통에서의 중기발생기로의 급수가 가능하 

도록 한다. 

보조급수는 일차적으로 응축저장탱크CCondensate Storage Tank)에서 공급받으며 

Demineralized Storage Tank 또는 Condensate Supply Heater를 통해 공급되 는 

Raw Water Tank에 서 공급되 는 Backup Supply Water도 사용가능하다. 

보조급수계통의 47] 의 보조급수펌프는 Horizontal, centrifugal 형태로서 재순환 

유량 53 gpm을 포함한 수두 4100 ft에서 셜계용량 353 gpm 이다. 정상운전시 보조 

급수 펌프는 대기상태 (Standby Mode)이며 보조급수계통 구동 신호계통은 보조급수 

펌프를 구동시키고 펌프의 자동 구동과 정지를 알리기 위해 주제어실(MCR)에 경보 

가 주어진다. 모터구동펌프와 디젤구동펌프는 낮은 홉입압력에서 자동정지되며 디젤 

구동펌프는 overspeed, 낮은 윤활유 압력둥과 갖은 여러 보호인자들에 의해 자동정 

지된다. 

보조급수펌프의 디젤운전은 Essential Service Water7} 기기냉각수 열교환기로 

공급되는 한 기기냉각수CComponent Cooling Water)의 동작에만 의폰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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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 기냉각구 열교환기(Component Cooling Water Heat Exchanger)를 통한 열제 

거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디젤구동펌프는 약 8시간동안은 작동할 수 있다. 보조급수 

계통의 최소유량공급 고장모드는 다음과 같다. 

- 주급수 상실시 

- 이차측 부배관(Minor Secondary-system pipe) 균열 또는 밸브 실패 

- SG Tube Rupture 

-이차측 주배관 (Major Secondary-system pipe)균열 

- 소외 전원 및 소내 AC 전원 상실 사고시 

- Small LOCA 시 

천이 및 사고시 공급되는 유량은 다음과 같다. 

- 이차측 배관균열이 없을 경우 

.어떤 SG로든 SG 압력 1270psia에서 밍Ogpm(1 .89 m3jmin) 이상 

. SG로의 유량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되는 총유량 

. SG 압력 1270psia에 서 5OOgpm(1 .89 m3jmin) 이 상 

. 한 SG로 공급되는 최대 유량 

. SG 압력 1270psia에 서 650gpm(2.46 m3jmin) 

- 이차측 배관 균열이 있을 경우 

. 균열 SG 고립 이전 

. 관련 SG로 공급되는 최소 유량 : 

. SG 압력 1270psia에서 5OOgpm(1 .89 m3jmin) 이상 

. 두 SG로 공급되는 최대 유량 : 

. Runout condition에 서 H3ûOgpm(6.06 m3jmin) 이 하 

- 균열 SG 고립 이후 

. 관련 SG로 공급되는 최소 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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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압력 1270psia에서 5OOgpm(1.89 m3jmin) 이상 

. 관련 SG로 공급되는 최대 유량 : 

Runout condition에 서 8oogpm(3.03 m3jmin) 이 하 

SG 압력 1270psia에 서 650gpm(2.46 m3jmin) 이 하 

보조급수계통의 구동 및 정지는 다음과 같다. 

- 보조급수계 통 구동신호CAFAS)에 의 해 자동 구동 

. AFAS 수신후 45초 이내에 펌프 구동 

. Condensate Storage Tanks(CST)는 관련 혐프에 연결 

. 수동 조작에 의해 구동 

- 보조급수계통 정지 

. AFAS 정지시 15초이내에 관련 SG로의 급수 정지 

. SG rupture가 확인된 후 30분 이내에 해당 SG로의 급수 수동 정지 

. 노심 냉각수 온도 및 압력이 350' F077' C)와 410 psia 가 되면 냉각기능은 

비상정지 냉각계통으로 이관됨 

. AFWS는 발전소의 정상적 Staπup이나 Shutdown 시에는 활성화되지 않음 

보조급수펌프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Number 

Type 

4 for unit 

Horizontal, centrifugal 

two motor diriven two diesel driven 

Delivered capacity(each) 500 gpm exclusive of minimum flow 

Net developed head(approximate) 3600 ft 0097 m) 

Brake horsepower(approximate) 1100 hp (820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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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급수계통의 운전제한조건， 점검 및 보수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조급수계통은 

기술지침서 16.3/4.7.1 .2와 16.3/4.7. 1.3에 명시된 운전제한조건을 준수해야하며 기술 

지침서 16.3/4.7. 1.2는 정상운전시 4기의 독립적인 보조급수펌프와 관련 유로가 동작 

가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71 의 보조급수펌프가 동작불능이면 72시간내에 복 

구되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다음 6시간 이내에 발전소는 hot standby에 들어 

가야하며 그후 6시 간 이내 에 hot shutdown 상태 에 들어가야 한다. 3기 혹은 4기 의 

보조급수펌프이 작동불능상태이면 적어도 2기의 펌프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가능한 한 즉시 취해져야 한다. 

기술지침서 16.3.4.7. 1.3에서는 CST의 유량 435,000 갤론이 사용가능해야 하며 

CST가 동작불능이면 4시간 이내에 통작가능한 상태로 회복야하고 그렇지않으면 발 

전소는 그 이후 6시간 이내에 hot standby 상태에 들어가야 하고 그 이후 6시간내에 

hot shutdown 절차에 진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raw water 

tank가 보조급수펌프로의 back-up supply로서의 기능의 수행 여부를 임증함과 동시 

에 7일 이내에 CST가 회복되어야한다. 만일 CST가 7일 이내에 회복되지 않으면 발 

전소는 6시간 이내에 hot standby 상태에 들어가야 하고 그 이후 6시간내에 hot 

shutdown 절차에 진입해야 한다. 

2.3 보조급수 계통 이용불능도 계산 

본 절의 보조급수계통 불이용도 계산에 사용된 고장수목은 영광 3，4호기 PSA 1 

Level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보조급수계통에 대한 기본 사례 (Base 

Case)의 경우를 고려의 대상으로 하였다. 보조급수계통의 고장수목은 그림 3.1.4의 

Train A, B의 유량이 동시에 부족한 경우， 즉 50% 용량의 펌프 471중 371 이상이 

실패하는 경우를 계통실패로 본 2/4 논리에 근거한다. 보조급수계통에 대한 고장수 

목은 전력계통，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계측계통 둥과 TRANSIT gate를 통해 연결되 

어 있다. 허용정지시간 및 점검주기의 변경이 적용될 기기는 기기의 허용정지시간과 

시험점검주기의 변화가 보조급수계통의 전체 불이용도에 기여도가 큰 기기이어야 하 

기 때문에 대상 기기는 보조급수계통 모터구동펌프와 디젤구동펌프를 선정하였다. 

NUREG-1366에서는 보조급수계통에서의 가장 영향이 큰 기기로 보조급수 펌프 

를 지목하고 있으며 보조급수펌프의 점검주기 연장에 관한 권장사항이 제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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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STVAOT 변경 대상 기기로 보조급수 펌프를 선정한 것은 보조급수 계 

통의 이용불능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의 선정으로 타당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AOT 변경 대상은 현행 72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12, 24, 72, 168시간으로 변화시 

켰으며 점검주기는 현행 720 시간을 기준으로 168, 360, 720, 1080, 1440, 2160 시간 

으로 변화시켜 현행 기술지침서에 명기된 보조급수펌프의 허용정지시간과 점검주기 

보다 짧거나 길 경우의 불이용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각각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위의 STVAOT 변경 계획에 따른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 계산에는 

IRRAS 5.0을 사용하였다. 변경된 기기의 STVAOT는 수계산에 의한 기기의 이용불 

능도 값의 변화의 형태로 IRRAS code상에 반영되었으며 이용불능도 계산에 사용된 

고장수목은 영광 3, 4 호기를 대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한 ‘Fina! Leve! 1 

PRA Update for YGN 3&4 ’ 보고서의 고장수목을 수정보완해 사용하였다. 또한 보 

조급수계통은 펌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상운전 상태에서는 대기상태이고 종류 

가 다른 4기 의 펌 프를 가진 다중기 기 대 기 계 통(multi-component multi-redundent 

standby system)이므로 펌프의 종류와 트레인이 계통 불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 하여 트레 인 A의 모터 구동펌프 MDPOO1PA의 AOT/STI만을 변경 시 킨 경 

우， 트레인 A의 디젤구동펌프 DDPOO2PA의 AOT/STI만을 변경시킨 경우， 트레인 A 

의 MDPOO1P A, DDPOO2PA의 AOT/STI만을 변경 시 킨 경우， 트레 인 A, B의 펌프 4 

기 모두에 대한 AOT/STI를 변경시킨 경우에 대해 각각 계통 불이용도를 계산했다. 

위의 4가지 경우에 대한 AOT/STI 변경은 전술한 변경 계획과 동일하며 대상 기기 

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다. 기기의 점검과 보수， 공통원인고장， 동작 요구시 고장， 기 

기 동작시 고장이 기기의 불이용도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계산모텔은 다 

음과같다. 

Qav = 판 + QS.CCF + QR.Cσ + 융 IÌt 
U ( 

걷 = 점검과 보수로 인한 기여도 

QS.CCF 동작요구시 공통원인고장으로 인한 기여도 

QR.CCF = 동작시 공통원인고장으로 인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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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 = 동작요구시 고장으로 인한 기여도 

융 Àt = 동작시 고장으로 인한 기여도 

수식(1) 우변 첫항은 점검과 보수로 인한 기기의 이용불능도를 반영한 항이며 z 

는 점검주기를， ζ은 시험기간을 각각 의미한다. 점검이나 보수작업동안 기기는 사 

용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보수적으로 rr을 허용정지시간으로 가정했다. 수식(1) 우 

변의 두번째， 세번째 항은 각각 요구시 공통원인고장， 작동시 공통원인고장을 의미하 

고 마지막 항은 점검기간 동안의 작동시 고장률을 의미한다. 

기기의 공통원인고장이 계통의 이용불능도에 미치는 영향은 STVAOT에 따라 

변할 것이나 STνAOT의 변화가 계통의 이용불능도에 미치는 영향만을 파악하기 위 

해서 공통원인고장에 관한 확률 값은 상수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공통원인고장 

과 요구시 고장률， 작동시 고장률은 앞 절에서 사용한 표 3.1.2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항들은 계통불이용도계산을 위한 허용정지시간 및 점검주기 변경 Matrix에 

따라 수계산으로 계산하여 고장수목 상의 기본사건(Basic Event)의 확률값의 형태로 

입 력되 었다. STνAOT 변경 Matrix는 아래 표 3.2.1과 같다. 

표 3.2.1 AOT/STI 변 경 Maσix 

STI AOT12h AOT24h AOT72h AOTl68h 

(hour) MDP DDP MDP DDP MDP DDP MDP DDP 

168 8.403E-2 7.983E-2 1.555E-1 1.513E-1 4.412E-1 4.370E-1 

360 6.033E-2 5.133E-2 9.367E-2 8.467E-2 2.270E-1 2.180E-1 4.937E-1 4.847E-1 

720 7.067E-2 5.267E-2 8.733E-2 6.933E-2 1.540E-1 1.360E-1 2.873E-1 2.693E-1 

1080 9.21IE-2 6.51IE-2 1.032E-1 7.622E-2 1.477E-1 1.207E-1 2.366E-1 2.096E-1 

1440 1.163E-1 8.033E-2 1.247E-1 8.867E-2 1.580E-1 1.220E-1 2.247E-1 1.887E-1 

2160 1.676E-1 1.353E-1 1.745E-1 1.200E-1 1.965E-1 1.420E-1 2.398E-1 1.858E-1 

2.4 보조급수계통 이용불능도 계산결과 및 분석 

(가) Case 1 트레 인 A MDPOO1PA의 AOT/STI를 변 경 한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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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의 계산 결과는 표 3.2.2와 그림 3.2.2에 제시하였다. 기술지침서에 명기되 

어 있는 보조급수계통의 현행 허용정지시간 72시간의 경우 점검주기가 1080 시간 

(45)일이 될 때까지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는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계통 이용 

불능도는 증가하였다. 이 결과에서 현행 점검주기를 1개월에서 45일로 연장시킬 경 

우 보조급수계통의 불이용도는 약 1.8% 감소하고 2개월로 연장시킬 경우에는 6.0% 

증가， 3개월로 연장시킬 경우에는 2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Case 2 : 트레인 A DDPOO2PA의 AOT/STI를 변경한 경우 

Case 2의 계산 결과는 표 3.2.3과 그림 3.2.3에 제시하였다. 기술지침서에 명기되 

어 있는 보조급수계통의 현행 허용정지시간 72시간의 경우 점검주기가 1440 시간 

(60)일이 될 때까지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는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계통 불이 

용도는 증가하였다. 이 결과에서 현행 점검주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시킬 경우 

에는 4.6% 감소， 3개월로 연장시킬 경우에는 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Case 3 : 트레인 A MDPOO1PA, DDPOO2PA의 AOT/STI를 변경한 경우 

Case 3의 계산 결과는 표 3.2.4와 그림 3.2.4에 제시하였다. 기술지침서에 명기되 

어 있는 보조급수계통의 현행 허용정지시간 72시간의 경우 점검주기가 1080 시간 

(45)일이 될 때까지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는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계통 불이 

용도는 증가하였다. 이 결과에서 현행 점검주기를 1개월에서 45일로 연장시킬 경우 

보조급수계통의 불이용도는 약 4.0% 감소하고， 2개월로 연장시킬 경우에는 3.4% 증 

가， 3개월로 연장시킬 경우에는 9.1%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Case 4 : 트레인 A, 트레인 B MDP, DDP 4기의 AOT/STI를 변경한 경우 

Case 4의 계산 결과는 표 3.2.5과 그림 3.2.5에 제시하였다. 기술지침서에 명 기되 

어 있는 보조급수계통의 현행 허용정지시간 72시칸의 경우 점검주기가 1080시간(45) 

일이 될 때까지 보조급수계통의 이용불능도는 감소하고 그 이후로는 계통 불이용도 

는 증가하였다. 이 결과에서 현행 점검주기를 l개월에서 45일로 연장시킬 경우 보조 

급수계통의 불이용도는 약 31% 감소하고， 2개월로 연장시킬 경우에는 5.2% 감소， 3 

개월로 연장시킬 경우에는 8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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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Case 1의 보조급수계통 이용불능도 

STI AOT12h AOT24h AOT72h AOT168h 

(hour) Mean EF Mean EF Mean EF Mean EF 

168 9.016E-6 5.245 1.428E-5 5.764 2.094E-5 6.651 

360 8.104E-6 5.093 1.086E-5 5.299 1.558E-5 6.089 2.100E-5 6.779 

720 8.793E-6 5.183 9.822E-6 5.290 1.246E-5 5.730 1.580E-5 6.269 

1080 9.하J8E-6 5.214 1.023E-5 5.239 1. 223E-5 5.702 1.523E-5 6.372 

1440 1.091E-5 5.448 1.135E-5 5.504 1.321E-5 6.073 1.567E-5 6.또6 

2160 1.376E-5 6.032 1. 389E-5 5.906 1. 564E-5 6.122 1.684E-5 6.335 

표 3.2.3 Case 2의 보조급수계퉁 이용불능도 

STI AOT12h AOT24h AOT72h AOTl68h 
(hour) Mean EF Mean EF Mean EF Mean EF I 

168 6. 154E-6 4.255 7.565E-6 4.432 1.018E-5 4.861 

360 5.799E-6 4.369 6.288E-6 4.372 8.71OE-6 4.809 1.038E-5 4.956 I 
720 5.764E-6 4.367 6.214E-6 4.369 7.l09E-6 4.571 9.262E-6 4.826 I 

1080 5.933E-6 4.310 6.270E-6 4.342 6.855E-6 4.468 8.422E-6 4.714 I 
1440 6.153E-6 4.435 6.500E-6 4.411 6.780E-6 4.500 7.994E-6 4.642 

2160 6.899E-6 4.459 6.902E-6 4523 7.l29E-6 4.588 8.089E-6 4.571 I 

표 3.2.4 Case 3의 보조급수계통 이용불능도 

STI AOT12h AOT24h AOT72h AOTl68h 
」

(hour) Mean EF Mean EF Mean EF Mean EF 

168 1. 573E-5 5.538 3.317E-5 6.782 6.405E-5 8.831 

360 1.αJ6E-5 5.081 1.888E-5 5.481 3.436E-5 7.876 7.029E-5 8.743 

720 1.068E-5 5.닮5 1. 276E-5 5.926 2.142E-5 7.060 4.409E-5 7.884 

1080 1.263E-5 5.803 1.325E-5 5.618 2.057E-5 6.329 2.959E-5 7.537 
1440 1.563E-5 6.346 1.576E-5 6.112 2.215E-5 6.416 2.779E-5 6.798 I 

2160 2.150E-5 6.682 2.319E-5 6.425 2.337E-5 6.726 2.868E-5 7.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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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Case 4의 보조급수계통 이용불능도 

STI AOT12h AOT24h AOT72h AOTl68h 

(hour) Mean EF Mean EF Mean EF Mean EF 

168 7.773E-5 12.03 5.581E-4 9.642 3.107E-3 21.42 

360 1. 886E-5 6.696 l.161E-4 13.03 8.857E-4 18.84 4.669E-3 23.밍 

720 5.169E-5 9.858 8.087E-5 12.39 3.333E-4 16.15 1.288E-3 22.45 

1080 8.708E-5 11.76 l.133E-4 10.71 2.291E-4 16.40 1.013E-3 20.58 

1440 1.376E-4 12.80 1.561E-4 13.85 3.16IE-4 16.12 8.026E-4 18.61 

2160 3.100E-4 15.54 3.497E-4 15.66 6.202E-4 19.82 8.990E-4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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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RAS Code 특성 (32) 

Integrated Risk and Reliability System(IRRAS)의 개발계획은 개인용 컴퓨터에 

기반한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방법 (PRA: Probabilistics Risk Assessment) 분야의 연 

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산코드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초 

기 범위는 PRA 분석을 수행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개인용 컴퓨터의 실용성을 입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범위는 고장수목의 작성 및 분석파 고장자 

료 입력， 단절군 생성 (Cut-set Generation) , 그리고 단절군 정량화(Cut-set 

Quantification) 같은 PRA 분석의 핵심적인 기능을 개발된 전산 코드 개발의 범위까 

지 확장되 었고 그 결과로 IRRAS 1.0이 개 발되 었다. IRRAS 1.0 version은 1987년 2 

월에 공식 배포되었고 위에서 전술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IRRAS 1.0은 요구되었던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PRA 분야에서의 개인 

용 컴퓨터의 워크스테이션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패키지는 포괄적인 PRA 

분석 패키지로서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도록 설계되었다. IRRAS 1.0에서 취급되 

지 않았던 분야들을 포함해 완결된 새로운 패키지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이 개발 계 

획의 결과는 IRRAS 2.0이 개발되었는데 IRRAS 2.0은 19881년에 beta test를 마치고 

1990년에 공식 배포되었다. 

IRRAS 2.0의 배포이후 IRRAS 2.5의 개발이 추진되었는데 IRRAS 2.5는 PRA 분 

석자들이 고장수목과 시건수목(Event Tree) 분석을 개인용 컴퓨터 상에서 가능하게 

한 전산 코드이다. IRRAS 2.5는 고장수목과 사건수목의 작성 및 분석 기능을 갖추 

고 있으며 고장수목 기능은 그래픽 처리된 고장수목 작성과 분석， 단절군 생성 및 

정량화기능을 갖추고 었다. 사건수목 기능은 그래픽 처리된 사건수목 작성， 고장수목 

과의 연결(Linking) ， 사건전개 (Accident Sequences) 정의 사건전개 단절군 생성 및 

정 량화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IRRAS 4.0은 이전 version들의 중대한 개선을 특정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 

한 단절군 생성 알고리듬(Algorithm)을 갖추고 있다. 이 알고리틈은 이전 개정판들 

의 계산 속도보다 수천배 이상 빠른 계산속도를 가능하게 한다. 이외의 개선된 점은 

사건전개를 풀기위해 계통의 고장수목 논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과 전개논리를 

자동적으로 전제하기 위한 flag set올 추가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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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 분석의 핵심은 고장수목의 모텔링이다. 고장수목 모델은 기기의 신뢰도 자 

료와 함께 위험도 분석의 기반을 제공한다. IRRAS 개발 이전에는 문자열 위주의 무 

자 작성기로 작업을 수행해야 했지만 IRRAS는 이전의 PRA 분석도구들의 번거로운 

업력 절차와 수정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IRRAS는 모델 생성， 조작， 수정， 정량 

화 절차를 자동화했으며 IBM 호환 기종의 PC에서 수행되도록 설계되었다. IRRAS 

는 분석절차와 자료입력 및 분석툴의 작성을 자동화했으며 분석자는 화상처리된 고 

장수목 작성과 수정 환경을 지원받는다.IRRAS 상에서 화상처리된 고장수목이 작성 

됐다면 자동적으로 분석 프로그랩을 위한 문자열 입력이 작성되며 특별히 설계된 메 

뉴와 화면으로 신뢰도 자료의 IRRAS database로의 입력이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고 

장수목이 IRRAS상에서 작성이 됐다면 IRRAS 분석 패키지를 통해 처리하며 이 패 

키지는 고장수목 및 기본사건(BasÎC Event)와 관련된 실패자료의 해석 기능을 포함 

하고 있다. 이 절차가 수행된 후 고장수목의 최소 단절군(Minimal Cut-set)을 생성 

하고 최소 단절군의 상위 한계치(Upper Bound)를 사용해 고장수목 최상위 사건(Top 

Event)의 확률을 계산한다. 또한 단절군과 기본사건의 중요도까지 계산한다. 이 계산 

결과는 다양한 보고(Report)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단절군의 크기 

(Size)Y- 확률값을 기준으로 생략하거나 gate를 지정해 고장수목을 축소(Reduc디on) 

할 수도 었다. 사용자는 단절군 차원에서 단절군 편집기 (Cut-set edtor)로 단절군 수 

정， 새로운 단절군 저장， 최소단절군 상위 한계치 재계산， 중요도 재계산 작업을 수 

행할 수도 있다. 분석자는 사건전개과정 (Accident Sequence)을 계통 차원에서 정의 

할 수 있다. IRRAS 4.0은 노심손상 단절군(Core Damage Cut-seO을 생성하기위해 

정의된 사건전개논리에 따라 고장수목을 연결시킬 수 있다. 이 사건전개 단절군은 

사건전개 빈도를 결정하기위해 정량화되며 중요도도 계산된다. 

IRRAS 5.0에는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 Rule Based Recovery 

Analysis, 최종상태 단절군 분할(End State Cut-set Partition)과 같은 기능과 완전히 

새로운 문자열 위주 고장수목 편집기 퉁이 추가되었다. 단절군 편집기도 새롭게 개 

발되었는데 이전의 편집기보다 강력한 기능을 갖췄음에도 사용자 편의는 훨씬 칸략 

화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MAR-D 자료 변환기도 출력 선택 사양에 유연성을 부가하 

기위해 개량되었고 사용자가 일괄처리 결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오류 안내문 파일도 

추가되었다. Enent Tree Rule Editor는 분석자가 보다 쉽게 Event Tree Top 

-196-



Substitution을 정의할 수 있게 했고 이 규칙에는 각 Tramsfer Event Tree Rule을 

정의할 수 있게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사건수목과 관련한 변화는 Large Event 

Tree, Small Fault Tree 방법론을 보다 쉽게 구현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 

3.1 IRRAS 5.0 Module 

NRC에서는 IRRAS 5.0의 여러 기능이 각기의 모률이나 프로그램 단위 (program 

unit)로 구성되도록 설계했으며 각 모률은 메뉴나 화변의 명령어를 수행할 때 활성 

화되 며 주 모률은 SELECT Family, GENERATE Event Data, BUILD Fault 

Trees, F A UL T Tree Analysis, CREA TE Event Trees, ANAL YZE Sequences, 

ENDST ATE Analysis, MODIFY Data Base, REPORT on Data Base, UTILITY 

Options 로 구성된다. 각 모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7t) SELECT Family 

SELECT Family 모률은 작업의 대상이 되는 family data set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고 raw(MAR-D) data file이나 IRRAS database file을 특정 family에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나) GENERA TE Event Data 

GENERATE Event Data 모률은 분석 에 사용되는 사용자 사건 자료(User 

Event Data)를 생성 기능을 제공한다. 이 자료는 change sets을 사용해 수정되거나 

기본자료(Base Data)를 갱 신(Update)하는데 사용된다. 

(다) BUILD Fault Trees 

BUILD Fault Trees 모율은 고장수목의 작성 및 편집 기능을 제공하고 적절한 

장치를 통해 고장수목의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장수목 작성은 자 

판이나 마우스를 통해 수행될 수 있고 팝업 메뉴(Pop-up menu)7} 지원된다. 

(라) FAULT Tree Analysis 

FAULT Tree Analysis 모률은 고장수목의 정량화 기능올 수행한다. 최소단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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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고장수목상의 최상위 사건 확률 계산， 최상위 사건 확률값의 불확실성 

(Unceπainty) 계산 기능을 제공하며 기본사건 확률값을 변경 및 다시 정량화를 수행 

함으로써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를 수행할 수 있다. 

(마) CREA TE Event Trees 

CREA TE Event Trees 모률은 고장수목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건수목의 작성， 

편집， 고장수목과의 연결 기능을 제공한다. 고도로 간단하고 자동화된 사건수목 작성 

과 분석절차를 지원한다. 

(바) ANAL YZE Sequences 

ANAL YZE SeQuences 모률은 강력한 사건전개과정(Accident Sequences) 분석 

도구이다. 이 모률은 사건전개를 결정하는 최상위사건에 단절군이나 고장수목을 연 

결함으로써 사건전개 단절군을 생성한다. 불가능 실패 조합(Impossible Failure 

Combination)올 제거하기 위한 성공/실패 고장수목 단철군 목록(Cut-Set List for 

Success or failed Fault Tree) 사이 의 비 교 기 능을 제 공한다. 

(사) ENDST A TE Analysis 

ENDST A TE Analysis 모률은 최종상태 단절군(End-state Cut-set)의 수집 및 

정량화 작업수행에 사용되며 단절군 갱신， 최종단절군 불확실성 분석 기능을 제공한 

다. 사용자는 같은 상태를 연결하는 단절군을 한 장소로 수집할 수 있다. 규칙기반 

최종상태 분할 편집기<Rule Based End-state Editor)를 사용해 사용자는 각 단절군 

에 대해 최종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단절군 기반이나 사건전개 수준에서 

의 분할 기능을 제공한다. 

(카) MODIFY Data Base 

MODIFY Data Base 모률은 다른 모률의 부분적 인 사용으로 작성 된 관계 

database의 접근을 허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정보는 family로 그룹화되어 

있다. 한 family는 고장수목이나 사건전개가 대상으로 하는 설비， 계통의 그룹이나 

다른 논리 그룹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fami1y를 정의할 수 있고 family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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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Description)을 할당할 수 있다. 고장수목은 BUILD Fault Trees 모률에서 

각 family로 할당될 수 있다. MODIFY Data Base 모률에서는 사건전개과정이 생성 

되거나 설명이 할당될 수 있다. 기본사건들은 family에 할당된 고장수목에서 자동적 

으로 추출되나 신뢰도 자료와 설명이 MODIFY Data Base 모률에서 입력되어야 한 

다. Database에 대한 자료 추가， 삭제나 수정이 이 모률에서 수행될 수 있다. 

(타) REPORT on Data Base 

REPORT on Data Base 모률은 IRRAS 5.0 database를 볼 수 있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Family, 기본사건， 특성 (Attribute) ， 계통， 사건수목， 사건전개과정， 최종상 

태， 사용자 정보둥이 포함된다. 

(파) UTILITY Otions 

UTILITY Options 모률은 IRRAS 5.0의 마지 막 모률로서 hardwae configuration 

setting과 같은 프로그램과 컴퓨터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한다. UTILITY Options 모 

률은 Define Constants, Load MAR-D Data File, Extract MAR-D Data Files, 

Archieve Data Base, Recover Data Base 다섯가지 기능이 제공된다. 

3.2 IRRAS 5.0 Database 셜계 개 념 

IRRAS 5.0 Database는 family로 구분되는데 family는 IRRAS 5.0을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Family는 고장수목과 사건전개과정과 관련된 기본사건 

과 단절군， 신뢰도자료와 각종 주석들의 논리적 그룹이다. Database의 어떤 부분으 

로의 접근이라도 적합한 family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장수목은 BUILD 

Fa비t Trees 모률에서 나가게되면 자동적으로 현재의 family로 할당된다. 고장수목에 

서 사용된 기본사건은 기존 family 내에 폰재하는 기본사건들과 자동적으로 검토되 

고 새로운 사건이 추가된다. 따라서 주어진 f없nily에는 family내의 고장수목에서 사 

용된 모든 기본사건을 기록한 목록이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이 사실은 한 고장수 

목에서 사용된 기본사건의 신뢰도 자료와 다른 수목에서 사용된 같은 사건의 신뢰도 

자료는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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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의 기기 및 계통들에 대한 운전， 점검， 기기 고장， 보수시 현실적으 

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존의 결정론적 방법 적용은 발전소의 상황과 특 

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랜 운전경험을 통해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폰의 결정론적 방법을 보완하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방법 (PSA)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 증대를 위해 80년대 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국 

가에서 이 분석방법의 효과적 적용에 대한 많은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방법으로 STLlAOT를 평가하기에 앞서 기초작업으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한 평가 방법을 검토 정리하였다. 

국내 연구현황 조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NUREG-1024의 PRA 적용방 

법을 국내 원전(고리 1, 2, 3, 4호기 영광 3， 4호기)에 적용하여 수행한 절차， 모델링， 

결과 둥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국내 발전소에 대한 신뢰도 database가 없어 모두 일반 신뢰도 자료를 사용 

- AOT 민감도 분석시 AOT를 평균보수시간으로 가정하고 분석 

- 기기 분석 단계 (component leveD에서 위험도에 중요 요소로 생 각되는 점검 및 

보수시 인적오류， 공통원인에 대한 비교 분석이 고려되지 않음 

- 계통 민감도 분석시 점검 및 보수시 다른 기기들과의 관련성 (configuration)이 

고려되지 않음 

- 기기들 상호간에 점검전략 체계 개발 필요 

위에서 언급한 NUREG-1024의 PRA 적용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특정 기기 

를 대상으로 기기단계 (Component LeveD에서 위험도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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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대해 최근 모델링이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제 2 절에 

서 STνAOT 최적화를 위한 중요 요소들의 모델링 방법을 분류하고 최적화 측면에 

서 각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각 요소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적오류를 고려한 다중계통의 이용불능도 평가 

- 의존성(Dependency) 평가(CCF， SOK) 

- 경년화(aging) 효과를 고려한 평가 

- 기기 고장분포와 보수책에 따른 평가 

- 점검으로 인한 Adverse Effects를 고려한 평가 

그리고 기폰의 PRA로 STVAOT 평가시 보완 사항으로 고려되어 최근 미국을 중 

심으로 수행중인 STVAOT 상호작용(Interaction)과 배열제어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국외 연구현황 조사를 통하여 미국에서 기술지침서 일환으로 수행하여 아직 개념정 

립 단계에 있는 STν'AOT 평가 방법 중 실시간 위험도 기준방법(Real Time 

Risk-Based Approach)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위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 

로 그림 4.1.1과 같은 STVAOT 평가 체계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체계 

를 크게 3단계 즉， 기기단계 (Component LeveD , 계통단계(System LeveD , 발전소단 

계 (Plant Leve})로 나누어 단계별 분석방법으로 평가체계를 세웠다. 각 단계에서 기 

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기 및 계통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점검요건 영향 평가와 운 

전자료를 바탕으로 한 각 단계별 평가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기단계 (Component Leve]): 이용불능도 평가 

- PRA 적용 가능항목 

. 기기 특성에 따른 기기 고장， 공통원인고장， 인적오류， 점검 전략 동을 고 

려한 모델링 

- PRA 적용 불가능 항목 

. 운전경험올 바탕으로 한 공학적 판단 

. 결정론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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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STνAOT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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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 적용 가능항목과 불가능 항목 간의 실시간 위험도평가 

- STVAOT 상호작용 

. 기 기 별 Area of tolerance 설 정 

. Range of tolerance 설 정 

2) 계 통단계 (System LeveD: 이 용불능도 평 가 

- 배 열 제 어 ( Configuration) 

- STVAOT 상호작용 

3) 발전소단계 (Plant LeveD: 노심 손상빈도， 노심 손상확률 

- 배 열 제 어 (Configuration) 

- STVAOT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위의 명가체계에 따라 국내 원전(영광 3, 4호기) 보조급수펌프의 

STVAOT에 대한 기기단계 (Component LeveD , 계통단계(System LeveD의 이용불능 

도를 구하였다. 기기단계에서는 NUREG-1366의 점검요건 영향을 반영한 모델링을 

통해 계산하였다. 계통단계에서는 IRRAS Code를 사용하여 AOT 변화에 대한 이용 

불능도를 구하였다. 계산결과는 국내 현황 조사에서 검토한 보조급수펌프에 대한 결 

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처럼 기폰의 발전소단계의 노심손상빈도 관점의 

수행방법과 최근 검토된 내용의 기기 고장 해석과 점검전략 간의 상이점이 있어 

STν'AOT 평가시 기기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최적화 방법을 모색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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