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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 제목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서 개선기술 개발 

II. 연구개발 목적 빛 필요성 

지금까지의 많은 원전 운전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결정론적 분석과 공학적 판단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 현 기술지침서의 

요구사항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원전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과다 

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소모하도록 야기 시켜 왔다. 그리하여 많은 경 

우 원전 사업자의 제한된 자원을 안전성 유지 및 향상올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해 왔었다. 

이런 이유로， 국내의 원자력 산업계 및 연구소에서는 기술지침서의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구사항을 PRA 결과 및 위험도 정보를 이용하 

여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규제기관에서 이러한 

기술지침서의 개선 안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도를 반영한 기술지침서의 개선 안을 체계적 

이며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ll. 연구개발 내용 빛 범위 

1차 년도에서는 기술지침서 관련 국내 규제환경올 조사하고， 해외 선 

진 원전 보유국들의 원전 규제 동향，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서 개발 연구 

동향， 기술지침서 개선사항 수집 및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외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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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기술지침서 관련규제 및 연구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2차 년도에 

는 STVAOT 위험도 영향 분석방법의 상세 검토와 개선 및 검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서 검토지침절차 체계를 연구할 계획이 

다.3차 년도에서는 1 ，2차 년도의 연구를 바탕으로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 

검토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w. 연구개발 결과 

최근 위험도 정보를 이용하여 현 기술지침서를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 

적인 방법올 통해 개선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규 

제기관에서 제안된 개선 안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도를 반영한 기술지침서의 개선 안을 체계 

적이며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 검토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금번 1차 년도에서는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 검토지침개발올 위한 

기초작업으로 다음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였다. 

1) 기술지침서와 관련된 국내 및 국외의 관련요건 및 규정을 조사 

2) 국내의 기술지침서 현황 및 기술지침서의 위험도 정보 이용현황 

조사 

3) 기술지침서 변경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여 각각 사업자와 규제기관 

의 입장에서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체제 제시 

4) 국내외의 기술지침서 개선사항 조사 분석 

또한， 부록에서는 TS 위험도 척도 및 PSA에 근거한 정량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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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정지시간과 정기점검주기 평가방법 정기점검에 의한 역효과를 서술 

하였다. 

V. 연구개발 결과 활용방안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서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 수립될 기술을 활 

용하여 기존의 기술지침서의 안전 효율성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 

고 본 연구에서 확립될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서를 이용하여 차세대 원전 

및 북한 원전 둥의 기술지침서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부수적으 

로 개발될 위험도를 반영한 의사결정체제를 위험도 반영 규제 프로그램 

으로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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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Risk Based Technique for Improving Technical Specifications 

n.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Current technical specifications, which are based on the 

detenninistic analysis and the engineering judgement, have been 

evaluated to be so conservative to result in the unnecessary burden 

on the utility. The limited resources of the utility have not been 

utilized properly for the enhancements and improvements of the plant 

safety for this reason. 

Under these backgrounds, several institutes in Korea, such as 

KAERI and KEPCO, are now conducting research on the areas of 

technical specification improvements using risk infonnation obtained 

by IPEs (Individual Plant Examinations). The guidance for reviewing 

the proposed documents on the changes of technical specifications by 

the utility has not been developed yet. The systematic guidance for 

reviewing the proposed RITS changes needs to be developed. A basic 

framework guidance is studied in this work and will be developed / 

applied in the futur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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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e state-of-the-art of TS research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Korea, are surveyed in the first fiscal year. It inc1udes the 

areas of intemational regulation policies on TS, RITS development 

research, the collection / comparison of TS improvements. And the 

RITS decision -making framework for the licensee and regulation 

agency has been introduced. The required documents for the licensee 

to prepare are summarized and suggested in this study.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for the regulation body associated with 

reviewing the documents have been recommended as well. 

N.RESULTS 

- Surveys on requirements and improvements of technical 

specifications in foreigπ countries as well as Korea 

- Surveys on the state-of-the-art of RITS research in Korea 

- Development of a decision -making framework for both the 

licensee and the regulation agency 

- Descriptions of risk measures, assessment methúdology on STI! 

AOT, and adverse effects caused by periodic maintenance, 

which are explained in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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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LICA TIONS 

-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current technical 

specifications using the new technology established in this 

study 

- contribute to developing TSs for KNGRs and the KEDO plants 

- contribute to preparing the risk informed regulation program 

using the decision-making framework develop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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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기술지침서를 원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 

기 위해서는 허용정지시간(Allowed Outage Time: AOT)과 감시시험주 

기 (Surveillance Test Interval: STn 등과 같은 기 술지 침 서 의 여 러 요구 

사항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급적 상세히 분석하여야 한 

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기술 및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확률론적 위험도 

분석 (Probabi1istic Risk Assessments: PRAs)을 이 용하여 위 험 도 또는 

안전성의 관점에서 원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미국 NRC를 

중심으로 위험도 기준 규제 (Risk Infonned Regulation: RIR)가 도입되었 

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술지침서의 여러 가지 비 

효율적인 요구 사항들올 PSA 결과 및 위험도 정보를 이용하여 개선하 

기 위한 연구를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왔다[1-71 그러나 규제기관에서 

이러한 기술지침서의 개선 안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상태여서 위험도를 반영한 기술지침서의 개선 안을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검토지침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서 개선기술 개발 연구는 규제기관에서 기술 

지침서의 개선 안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해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 

서를 통해 비효율적이며 비합리적으로 엄격한 규제요건올 과학적인 방법 

을 통해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금번 1차 년도에는 기술지침서 관련 국내 규제환경올 조사 

하고， 해외 선진 원전 보유국들의 원전 규제 동향，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 

서 개발 연구동향， 기술지침서 개선사항 수집 및 비교 분석올 통하여 국 

내외 위험도 기준 기술지첨서 관련규제 및 연구현황올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추진 방법은 <그림 1.1>과 같다.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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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S 연구현황 

· 국내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검토 

• 국외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검토 

· 국내의 TS 현황 조사 

· 기술지침서의 위험도 정보 이용현황 

RITS 의사결정체제 

· 기술지침서 변경에 관한 지침 검토 

.CEOG의 기술지침서 완화방법론 

· 기술지침서 변경에 관한 사업자 의사결정체제 도출 

· 기술지침서 변경에 관한 규제기관 의사결정체제 도출 

국내외 TS 요건 개선사항 

· 국내 TS 요건 개선사항 조사 

• 국외 TS 요건 개선사항 조사 

AOT 및 STI 평가방법 조사 

.TS 위험도 척도 및 PSA에 근거한 정량화 방법 검토 

· 허용정지시간 평가방법 검토연구 

• 정기점검주기 평가방법 검토연구 

· 정기점검에 의한 역효과 검토 

제 1차년도 최종 보고서 작성 

그립 1.1 연구추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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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RITS 연구현황 

본 장은 국내외의 기술지침서 관련요건 및 규정을 살펴보고 기술지침 

서 관련 국내현황을 원전도입 나라별로 분리해 기술하였다. 또한 기술지 

침서의 위험도 정보 이용현황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제 1 절 국내 의 TS 관련요건 및 규청 

국내원전의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운영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의 16장인 기술지침서 (Technical 

Specification: TS)가 운영기술지침서 내용을 가름하고 있어 별개 서류로 

중복 제출되고 있다. 운영기술지침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 및 주 

요 내용은 <표 2.1>과 같다. 기술지침서를 개정 또는 변경 할 시에는 운 

영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규제기관의 검토 및 숭인 절차가 요구된다. 그 

러나 기술지침서의 일부사항은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로서 가능하다[8]. 

제 2 절 국외 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1. 미국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미국의 기술지침서 관련 요건 및 규정에 관한 문서는 Technical 

Specification(RSAR Ch. 16)이다. lOCFR 50.36에는 기본작성요건이 규정 

되어있고 위반시의 보고요건인 lOCFR 50.72 및 50.73과 연계되어 있다. 

기술지침서는 lOCFR 50.36, 5O.36a, 5O.36b의 별도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 

( K 

니
 



으며， lOCFR 50.34b 규정에 의해 최종안전성 분석 보고서의 일부로 제 

출되고 있다. lOCFR 50.36 관련 규정에서는 ‘Forrnat’부분에 해당하는 기 

본 작성 요건 만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발전소 별 기술지침서는 각 원 

자로 공급사의 표준 기술지침서를 해당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 

히 작성되고 있다. RG- 1. 105에는 안전관련계통의 설정치 관련기술이 있 

다. 개정 또는 변경 시에는 규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절차가 요구되는데， 

개정이 다소 어려운 편이다. RG-1. 174는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일반적 

인 승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RG-1. 177은 기술지침서의 영구적 

인 변경에 관한 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기술지침서와 관련한 조항 및 주 

요내용은 <표 2.2>와 같다[8，9， 10]. 

2. 프랑스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프랑스의 요건 및 규정의 특징은 설계문서인 SAR과 운전문서인 

RGE로 분 리 되 어 있 고 RGE Ch 3(Technical Specification) 및 Ch 

9(Periodic Test)로 이원화되어 있다. 매 2년마다 RGE의 갱신절차가 있 

으나 SAR개정은 다소 어렵다. RGE는 갱신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우나 규 

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발전소를 안전하게 허용치 이 

내로 유지하기 위한 근거와 운전원의 적절한 조치에 관련된 지침올 마련 

하는 프랑스 기술지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8]. 

O 운전제한치 
- 발전소의 과도상태 해석에서 얻어지며 방호벽의 건전성을 보장 

하기 위한 설정치 

O 안전계통 제한설정치 

- 운전제한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계통의 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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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전제한조건 

- 발전소를 안전 한계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운전 조건， 9개의 기준 운전 형태 변경이 요구되는 운 

전 사항， 안전 관련 계통의 운전 불가능 시의 운전원 조치 사 

항， 운전 불가능 기기 계통을 고려하여 안전성 문제없이 도달 

가능한 운전 형태 

O 감시 및 검사 

- 안전관련 기기 및 계통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3. 캐 나다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캐나다의 기술지침서 관련 요건 및 규정에 관한 문서로 

OP&P( Operating Policies and Principles)가 있다.oP&P는 운전원칙 만 

규정하므로 개정 필요성이 거의 없으나 개정 시에는 규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시험 및 정기점검 주기는 신뢰도분석에 근거하므 

로 유연성 있는 대처가 가능하다.oP&P를 작성하기 위한 규제 기관의 

규제 지침은 없으며 1970년대 초 캐나다에서 제일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소유하고 있는 Ontario Hydro 전 력 회 사가 개 발한 Format이 현 재 통용 

되고 있으며 그 주요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8]. 

o - General 

1 - Site 

2 - Building & Structures 

3 - Rector, Boilers & Auxiliaries 

- 7 -



4 - Turbine, Generator and Auxiliaries 

5 - Electrical Systems 

6 - Instrumentation and Control 

7 - Miscellaneous Plant Systems 

CANDU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고 있는 OP&P는 가압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의 기 술 지 침 (Technical Specification)에 해 당되 는 부분이 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t Technical 

Specification 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운전 조건들올 규정하고 있 

는데 반해 OP&P는 일반적인 Operating Boundary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양도 40여 페이지밖에 안되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 지침서와 

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OP&P의 주 기능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 면허 

(Operating License)상에 규정 된 운전 조건들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도 

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또한， 이를 근거로 상세한 운전절차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용되고 있다.OP&P는 사업자가 운전 면허를 

신청할 때 규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Licensing Submission중의 하 

나로 규제 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이 나면 법적인 효력올 가지게 되어 그 

준수가 의무적이며 OP&P의 내용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은 규제 기관의 

사전 승인올 받도록 되어 있다. 

제 3 절 국내의 TS 현황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퉁 여러 

국가의 다양한 유형으로 도입되었으며 또한 도입국 규제체제에 따른 기 

술지침서 또는 그에 상웅하는 효력을 갖는 문서들을 같이 받아들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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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런데 각 도입국마다 각기 상이한 규제체제를 갖고 있어 이 

모두를 그대로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술지침서의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 

술지침서를 통일화， 간소화， 효율화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 

형 표준 운영기술지침서 개발이 완료되었다[11].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기술지침서의 개선노력은 인적요소와 

기술적 취약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계 

통선정에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방법의 도입이다- 우리의 기술지침서 

표준화 연구에서도 우리의 그동안의 운전경험은 물론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 도입 나라별 

기술지침서의 내용의 특징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8]. 

1. 미국에서 도입한 원자력발전소 

국내원전 주 종류의 도입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정부법인 

lOCFR 50.36에서 운영허가신청자는 신청서류에 기술지침서의 첨부와 동 

지침서에 대한 근거 또는 지침내용에 대한 명시이유 둥올 요약하도록 제 

시하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내용에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기술지침서의 기술적인 사항들올 도출하도록 10 

CFR 50.34에서 요건화하고 있다. 기술지침서 포함내용의 주요항목은 국 

내 원자력법의 요건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Standard Tech. Spec. 에서의 

요구형식인 6 Sections으로 다음과 같다[8]. 

- Definitions 

- Safety limits and 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 

Q 

υ
 



-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 Surveillance requirements 

- Design feature 

- Adrninistrative control 

2. 프랑스에서 도업한 원자력발전소 

미국의 원전설계사양을 대부분 수용한 상태의 프랑스원전에 대한 기 

술지침서는 미국 NRC로부터 Westinghouse가 승인 받은 NUREG-0452 

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왔으나 1980년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Format 

으로 기술지침서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형의 기술지침서는 미국에서 

채태하여 사용중인 사고해석을 기본으로 한 기술지침서 내용의 개념과 

과거 운전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인 발전소의 영향요소와 부하추종운전등 

현재 사용되는 설비 중 사고해석과는 무관하지만 안전성에 영향올 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기술지침서에서 언급하며 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의 일부를 적용한다. 국내에서 2호기가 운전중인 프라마톰사 원전 울진 

1 ，2호기의 기술지침서 구성은 아래와 같이 분류되며 전반적인 지침내용 

은 미국의 표준기술지침서와 비슷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8]. 

- Definitions 

- Safety limits 

- Protection thresholds 

- 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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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itoring requirements 

- Adrninistrative control 

- Tables 

- Figures 

3. 캐나다에서 도입한 원자력발전소 

현재 국내에서 운전중인 유일한 CANDU 원자력발전소인 월성원자력 

1호기의 경우 1983년 첫 상업운전올 시작할 당시에는 운전제한조건올 명 

시해 놓은 기술지침서 성격의 문서로써 oP&P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 

술한 바와 같이 oP&P는 그 내용이 구체성을 띄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 

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차에 국내원자력 관계법령이 개정 

되어 원자력 관계법령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운영 및 보안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올 규정하는 운영기술지침서를 작성 제출토록 요구되었다. 사업 

자는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양식에 따라 동 지침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oP&P의 내용을 그대로 운영기술지침서의 한 Part에 

반영하였고 이에 덧붙여 운전절차서의 내용 중 중요도가 높은 운전조건 

들올 동 지침서의 내용에 포함 시켜 규제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사용하고 있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사용으로 인해 기존의 oP&P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현재는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운영기술 

지침서가 유일하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 운전제한조건올 명시하는 공식문 

서로써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운영기술지침서의 

내용 중， 운전제한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이 고리 및 영광원자력발 

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지침서의 내용에 비해서 빈약하기 때문에 

적용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월성원자력 1호기의 운영기술지침서의 구 

1 , 
4 

1 
l 
4 



성내용은 다음과 같다[8]. 

O 총칙 

_ .!2..^~ -, -, 

- 적용범위 

O 원자로시설의 운전 
- 행정관리 

- 운전관리 

0 원자로시설의 보안 
- 보안 

O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둥의 취급， 운반， 저장 및 관리 

- 방사선관리 

- 핵연료 관리 

O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존 

제 4 절 기술지침서의 위험도 정보 이용현황 

TMI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PRA 및 그 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오랜 

연구와 시험적용이 이행되어 왔으며， PRA 둥의 기법에 의한 위험도분석 

결과를 원전에 직접 적용하여 규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도 기준 규제가 기본정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결정적 분석 및 

공학적 판단에만 근간을 두고 있는 기존의 기술지침서를 리스크 정보를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BNL, ABB-CE 및 

Westinghouse 둥의 기관에서 수행하였다[9，10，12-21]. 그러나 이들 연구 

는 대부분 기술지침서의 보조급수계통 또는 잔열제거계통과 같은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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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별 계통들에 대한 허용정지시간의 최적화 동 국부적인 연구들이었 

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프랑스나 일본 등의 다른 선진 원전보유국에 

서도 마찬가지이며 위험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지침서를 개선하기 

위한 산발적인 연구만 수행되었을 뿐이다[21]. 

국내에서 고리 3.4 및 영광 1.2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과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Engineering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ESFAS)에 대해 PSA 방법을 이용하여 정기 

점검 시험주7] (STI) 및 허용정지시간(AOT)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1] 규제기관인 안전기술원으로부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이들 

에 대한 연장을 승인 받았다. 또한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에 관 

한 기본 원칙올 발표한바 있으며 보조급수계통과 비상디첼발전기에 대 

해 계통 이용불능도의 차원에서 STI와 AOT를 평가하였다[7]. 

최근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위험도 정보를 이용해 국내 원전의 주요 안 

전계통에 대해 허용정지시간을 변경하고 이들 계통의 전출력 운전 중 예 

방정비의 가능성올 파악하기 위해서 예방정비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였 

다[2]. 이밖에 전력연구원에서는 위험도정보를 반영하여 국내원전의 격납 

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주기(Integrated Leakage Rate Test: ILRT)에 관 

하여 미국 NRC가 1998년 7월에 발표한 Regulatory Guide 1. 174에 기술 

된 Acceptance Guideline에 따라 공학적 평 가를 수행 중에 있다. 상기 사 

항들의 세부 내용은 4장에서 제시하였다[3]. 

퍼
 



표 2.1 국내 의 TS 관련 요건 및 규정 (1/4) 

법적 근거 주요 내용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 21 조 

원자력법 
(운영허가) 2항 

- 운영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운영기술지침 
제2절 

서 및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력법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 

- 원자로시설의 운전 
시행령 제 

- 원자로시설의 보안 
35조(운영기 

- 사업장안에서의 방사성 물질의 취급， 운반， 
술지침서) 

저장 및 폐기 
1항 

- 원자로시셜의 환경보전 

。원자로시설의 운전에 포함되어져야 할 사항 

원자력법 (Tech. Spec) 

시행령 제 - 안전의 한계치 및 설정치 

35조(운영기 - 운전제한조건 

술지침서) - 자체점검 

2항 - 설계상 주요 안전특성 

-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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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2/4) 

법적 근거 주요 내용 

。운영허가신청서에는 법 제21조 2항의 운영 

원자력법 
기술지침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야한다. 
시행규칙 제 

- 원자로운전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17초(운영허 

- 핵연료 장전 계획에 관한 설명서 
가의 신청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둥) 2항 

- 시셜내 핵물질의 개량 및 관리계획서 

- 방사선 비상계획서 

。운영기술지침서는 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 

과학기술처 -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직 및 기능 

고시 제 - 안전의 한계치 및 설정치 

83-3호(운영 - 운전제한조건 

기술지침서 - 자체점검(점검항목 및 내용 포함) 

작성에 관한 - 설계상 중요한 안전 특성 

고시) - 원자로내에서 핵연료집합체， 감속재， 반사 

체 동의 배치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임계 

실험장치에 한함) 

- 비상시 취해야 할 운전원 조치사항 

퍼
 



표 2.1 국내 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3/4) 

법적 근거 

과학기술처 

고시 제 

83-3호(운영 

기술지침서 

작성에 관한 

고시-계속) 

주요 내용 

2. 원자로시설의 보안 

- 원자로 시설의 운전 및 관리자 및 기타 종 

사자의 보안교육에 관한 사항 

- 관리구역， 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과 

이들 구역에 관한 경비 및 출입제한에 관 

한사항 

- 원자로 시설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원자로시설에 대한 자체 정기검사에 대한 

사항 

- 방사선이용에 대한 보안에 대한 사항(발전 

용 원자로 제외) 

3.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 둥의 취급. 

운반. 저장 및 폐기 

- 배기점검셜비 및 배수점검설비에 관한 사 

항 

- 피폭 방사선량，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 

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체의 표면에 

있어 방사성물질의 밀도 조사와 오염제거 

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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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4/4) 

법적 근거 주요 내용 

- 방사선 측정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처 - 방사성 폐기물의 운반. 저장 및 폐기에 관 

고시 제 한사항 

83-3호(운영 - 핵연료 물질의 수불， 운반， 저장 기타 취급 

기술지침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작성에 관한 4. 원자로 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고시-계속) - 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주기 동에 관한 사항 

η
 



법적 근거 

표 2.2 미 국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0/3) 

주요 내용 

。생산 또는 이용 시설의 운영 허가 신청자는 

lOCFR 50.36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기술지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Tech. 

Spec. 에 대한 근거 또는 이유의 요약 설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 기술지침서는 lOCFR 50.34에 의거하여 제출 

lOCFR 50.36 I 된 SAR 및 그 추가 사항에 포함된 해석 또는 

(Tech띠cal I 평가로부터 도출되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 
Specifications) I 야 한다. 

- 안전 한계， 안전 계통 설정치， 제어 설정치 

- 운전 제한 조건 

- 점검 요구 사항 

- 설계 사양 

- 캡정관리 

- 초기보고 

。정상 또는 예측되는 운전중의 사건 발생 시 

lOCFR 5O.36a I 에 비제한구역으로의 방사능 물질의 배출올 성 
(Tech. Spec. I 취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 
on effluents I 야 할 규정 제시 
from nuclear I 。 유출물 통제 : 위 의 lOCFR 50.36의 주요내 용 

power plant) I 을 위한 운전절차의 수립 및 수행 시 고려되어 
야 할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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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미 국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2/3) 

법적 근거 

lOCFR 50.36b 

(Environment 

al conditions) 

RG-1.16 

(Reporting of 

operating 

inforrnation 

appendix A 

Technical 

Specifications) 

RG-4.8 

(Environment 

al technical 

specification 

for NPP) 

주요 내용 

。주변 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환경 Data 

의 보고， 기록 유지 

。비수중 환경 보호를 위한 기타 요건 및 점검 

요건 

。 Tech. S맺c.의 App. A(보건 및 안전에 관한 

기술 지침)에서 요구되는 보고 규정 

- 정기 보고서 : 시운전 보고서， 연간 운전 보 

고서， 월간 운전 보고서 

- 보고해야 할 사건 : 즉각 보고， 30일서면보고 

- 특유보고 요건 : 특정 문제 

- 잠재적으로 공증의 관심이 있올수 있는 사건 

。 10 CFR 5O.36b의 상세 내용 규정 

。운전 제한 (환경에 영향올 미치는 발선소의 

배출물 및 운전에 대한 제한 조건) 

。환경 점검 

。특별 점검 및 연구 활동 

。행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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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미국의 TS 관련요건 및 규정 (3/3) 

법적 근거 주요 내용 

。 10 CFR 50 App. A의 GDC 13 

(Instrumentation and controD 및 GDC 20 

(Protection system functions)에 의 거 하여 발전 

RG-1.105 소를 운전범위내에서 운전하기 위한 변수， 계통 

(Setpoints for I 조정 둥을 위 한 계측 계 기 설치 조항에 일치시 
safety related I 키 기 위 하여 Tech. Spec. 에 는 안전 제 한치 가 

systems) 설정된 자동 방호 장치의 변수에 대한 안전계 

RG-1.174 

RG-1.177 

통제한설정치가 자세히 기술되어져야 한다. 

。모든 설정치는 안전제한치， 안전 계통 제한 

설정치 및 운전 제한 조건올 만족시켜야 한다. 

。 TS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기준 

。 5가지 주요 안전성원칙 제시 

。 TS 변경올 위해 신청자가 수행해야 할 보고서 

준비 및 제출과정 (4요소 접근법) 

。기술지침서의 영구적인 변경에 주안점 

。 AOT/STI에 대해 위험도 정보를 이용해서 변 

경하는 것에 대해 기술 

。사업자 및 규제기관의 검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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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RITS 의사결정체계 

1980년대 중반이후 NRC에서는 부분적으로 PRA에 근거한 기술지침 

서의 개선을 검토하여 숭인하였으며 기술지침서 개선내용의 대부분은 

AOT나 STI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다. NRC는 SECY 97-059에서 규제절 

차범위 내에서 PRA 기법을 적용하는 수행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수행계 

획서에는 관련 규제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다. 또한 NRC는 다수의 규제지침서(Regulatory Guides) 및 표준심사지 

침 (Standard Review Plan)을 통해 새로운 지침을 발행하였으며 특히 R 

G- 1. 177은 위 험 도 기 준 기 술지 침 서 (Risk-Informed Technical 

Specification: RITS) 변경을 위한 규제 내용의 체계를 기술하였다[10]. 

이 지침서는 공학적인 문제점을 고려하고 위험도를 적용하여 제안된 기 

술지침서의 AOT나 STI 변경의 특성 및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 장에서는 RG-1. 177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CEOG(CE 

Owners Group)의 기술지침서 완화방법론을 요약하여 제안된 RITS 의 

사결정체제와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그동안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수행과 검토판계에서 정보의 불일치가 효과적인 이행에 커다란 장애요인 

이 되어왔기 때문에 사업자와 규제기관입장에서 각각 RITS 의사결정체 

제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그 특정을 제시하였다. 

제 1 절 RITS에 관한 지침 

위 험 도기 반 기 술지 침 서 (Risk Informed Technical Specification, 

RITS) 변 경 은 RG-1.174(An Approach for Using Probabilistic 

Risk-informed Decisions on Plant-specific Changes to the Licensing 

긴
 



Basis)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주요 안전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9]. 

O 제안된 변경신청이 현 규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O 제안된 변경신청이 심층방어 (Defense-in -depth)개념을 만족해야 

한다. 

O 충분한 안전여 유도(Safety Margin)가 유지 되 어 야 한다. 

O 제안된 변경으로 위험도가 증가할 경우 그 증가치는 작아야하고 

NRC의 안전성 목표 정책성명과 일치해야 한다. 

O 제안된 변경신청의 영향이 성능측정방안을 사용하여 감시 

(Monitor)되 어 야 한다. 

RG-1. 174는 기술지침서 변경올 위해 신청자가 수행해야 할 보고서 

준비 및 제출과정을 4 요소의 접근방법으로 정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O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의 정의 

O 공학적 평가 

O 시행 및 감시프로그램 정의 

O 제안된 변경 제출 

위험도기반 의사결정의 원리를 토대로 제안된 변경을 평가하는데 있 

어 제시된 4 요소의 접근방법은 〈그림 3.1>과 같이 이들 과정은 순서적 

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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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의 정의 

발전소 운영자는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내용 및 필요성을 기술하여 

야 한다. 이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의 사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O 가동중 안전성 개선 : 

위험도 감소 또는 작업자 피폭량 감소 

O 규제요건의 위험도기준 일치 : 

기술지침서 변경시 생기는 위험도가 승인가능 하다는 것올 확인시 

켜야 한다. 

O 불필요한 위험감소 : 

발전소의 과도상태 유발， 과도한 방사선 피폭 초래， 불필요한 행정 

부담둥올 유발시키는 감시요건들올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2. 공학적 평가 

위에서 기술된 5 가지 원칙의 관점에서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을 < 
그림 3.2>와 같이 공학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가. 현 규제사항과의 만족여부 

발전소운영자는 제안된 기술지침서를 평가하는데 있어， 현 규제사항 

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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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침서 관련 규제사항 : lOCFR 50.36, 58FR 39132 

기술지침서 개정관련 규제사항 : lOCFR 50.90, 50.91, 50.92 

나. 전통적인 공학적 평가사항 

1) 섬층방어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이 심층방어 원칙을 만족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O 노심손상과 격납용기 고장 방지 그리고 사고 결과 완화 사이의 균 

형이 타당성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O 발전소 설계 약점을 보완하는 계획적인 활동에 대한 과신은 피해 

야 하며， 계획적인 배열관리로 기술지침서의 허용정지시간과 연관 

된 커다란 위험도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O 계통다중성과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은 계통의 위협 (challenge) 

예상주기와 결과에 맞추어 유지되어야 한다. 

O 잠재적 공통원인 고장에 대한 방어가 유지되고 새로운 공통원인고 
장 기제 (mechanism) 유발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O 방벽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O 인적오류 방지가 유지되어야 한다. 

o 10CFR 50 부록A의 일반셜계기준의 의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안전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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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 후에도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되는 것올 

공학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유 

지된다. 

ONRC가 인가한 코드와 규격 또는 대체방안에 부합되어야 한다. 

O 현 허가를 토대로 한 안전성 분석 승인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는 제안된 개정은 분석과 자료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도록 충분 

한 여유도를 제공한다. 

다. 위험도 영향 명가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과 관련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3 가지 시 

행방안이 제시되고 었다. 각각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PRA에 근거한 위험도 명가 

발전소운영자는 기술지침서 변경이 노심손상빈도(Core Damage 

Frequency, CDF),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Oncremental Conditional 

Core Damage Probability, ICCDF) 그리 고 증가된 조건부 대 량초기 누출 

확률Oncrementa1 Conditiona1 Large Early Release Probability, ICLERP)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ICCD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CCDF = [ 기기가 이용불능시 조건부 CDF - 기본 CDF] X 허용정지시간 

CDF, ICCDF 그리고 ICLERF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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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O 사용된 PRA의 적 합성 

QPRA를 통한 위험도에 대한 직관 및 분석 결과 

2) 위험도가 큰 발전소 구성상태 회피 

제안된 기술지침서의 변경에 따라 특정한 기기가 기능정지 되었을 경 

우 심각한 위험도를 초래하는 발전소 구성상태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발전소 구성상태의 위험도 관리 

PRA에 근거하여 유지 보수가 발전소 위험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 

향올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술지침서 변경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중요한 기기의 가통중 유지， 보수 

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발전소운영자는 정비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기기 정지에 대한 위험도 

영향이 적절히 평가되고 있다는 것올 확신시키는 프로그랩에 초점올 둔 

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은 실시간， 정상운전동안에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 

도의 발전소 기기 정지 배열올 밝힐 것이다. 이것은 기기 이용불능， 시험 

또는 기상조건과 같은 운전 행위들의 발전소 위험도에 대한 영향올 정량 

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많은 기술지침서 변경이 제안될 경우， 개별적인 기술지침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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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의 누적 영향도 계산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영향은 CDF나 LERF의 평균 값올 사용해 계산한다. 누적 위험 

도 평가시 기본 PRA 모델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조건부 척도인 

ICCDF나 ICLERP가 많은 변경으로 생기는 전체적인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3. 시행 및 감시 프로그램 정의 

가.3 단계 시행 방안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과 관련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PRA에 근거한 위험도 평가， 위험도가 큰 발전소 구성 

상태 회피，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발전소 구성상태의 위험도 관리의 3 

가지 시행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나. 정 벼 규정 (Maintenance Rule) 통제 

기술지침서 변경으로 영향받는 기기의 성능 및 상태가 확정된 성능요 

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비규정에 따라 적절한 수정조치를 취할 것 

올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 조치에는 개정된 AOT나 STI의 단축을 

위한 기술지침서 변경이나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한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4. 문서작성 및 제출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평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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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은 문서화되어야 하고 인허가변경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야 한다. 규제기관은 발전소운영자가 제출한 문서를 SRP(Standard 

Review Plane} 16.1과 허가개정 규제요건인 1α:FR 50.90, 50.91, 50.92에 

따라 검토한다. 발전소 운영자가 제출한 문서에 대한 일반 요건은 규제 

지침 초안인 RG- 1. 174에 기술되어있다. 특히， 문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O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설명 및 변경사유 

O 제안된 변경에 이르기까지 사용된 과정 

O 수행된 기존의 공학적 평가 

O 기술지침서 변경 평가 시에 사용된 PRA 변경사항 

O 평가에 사용된 PRA 모델의 품질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O 변경사항의 평가에 사용된 위험도 척도에 대한 논의 

O 발전소 PRA 데이타베이스 외에 추가로 사용되었거나 새로 개발 

된 데이타 

O 중간 결과를 포함한 위험도 척도 요약 

O 수행된 민감도분석과 불확실성분석 

O 변경사항에 대한 위험도 영향에 대한 요약과 제안된 보완조치 

O 대상기기의 안전기능 건전성을 위협하고 기술지침서나 발전소절차 
서에 의해 금지된 기기정지 배열의 목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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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기술지침서에는 개정된 내용에 대한 기본적 기술사항을 포함 

하고 바뀐 부분을 표시해 제출 

O 제안된 발전소 배열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올 동시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에 대한 서술 여기에는 위험도가 큰 발전소 배열로 

진입하지 않으며 사고 시 그런 상황에 이르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도 포함 

O 인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다른 모든 서류 

제 2 절 CEOG의 기술지침서 완화방법론 

CEOG(CE Owners Group)는 발전소 기술지침서내의 불필요하게 제 

한적인 면올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고려사항과 더불어 PRA를 활용하는 

선도적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은 PRA에 근거 

한 기술지침서 변경에 필요한 새롭고 효율적인 공학적 분석과 인허가 절 

차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올 바탕으로 그 

들 자체의 방법론을 개발하였는데 이 방법론은 일반적인 위험도기반 인 

허가 사항 변경 및 기술지침서 변경올 위한 규제지침인 RG- 1.174와 

RG-1.177 및 관련 표준심사지침인 SRP 16.1올 근간으로 그림 3.3과 같 

이 7 단계의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중 5 단계의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및 검토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는 앞의 RITS 변경지침에서 제시한 RG-

1.177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CEOG가 개발하여 5 단 

계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1l1. 

1. 위험도평가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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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에서 요구하는 위험도 척도는 노심손상 관점에서 노심손상빈도 

의 변화(.6.CDF)와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OCCDF) 두 가지이고 방 

사성물질 방출관점에서는 대형 초기 방출빈도의 변화(.6.LERF)와 증가된 

조건부 대형 초기 방출확률OCLERP)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설명은 <표 

3.1>에 나타나 있다. 

CEOG의 방법론에서는 위험도를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하기 위 

하여 4 가지 위험도 척도에 부가하여 연간 AOT 위험도， 총 방출빈도의 

변화， 전 이 위 험 도(Transition Risk) 및 정 지 위 험 도(Shutdown Risk)도 평 

가한다. 

AOT 완화를 위한 인허가 신청 시 기술지침서의 변경이 발전소 위험 

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RG-1 .l77 

에는 기술지침서 변경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위험도 척도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o ICCDF가 5.0E-7 이하일 경우 작다고 판단될 수 있다. 

o ICLERF가 5.0E-8 이하일 경우 작다고 판단될 수 있다. 

NRC 규제지침은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 평가를 요구한다. 이는 제안 

된 변경으로 인한 위험도의 변화가 작고 CDF의 분포와 관련된 위험도 

에 근거한 결론들올 심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다. 

2. 가동 중 위험도 평가(AOT 연장) 

가동 중 위험도라 함은 특정한 기종의 운전제한조건(LCO) 위반에 대 

- 30 -



한 특정 조치진입과 관련된 위험도이다. 여기서는 단일계열 정지 (Out of 

Service, OOS) 상태로 계속 운전을 할 경우 위험도 증가분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발전소 고유의 자료에 근거한 PSA 모델을 사용 

하여 평가한다. 가동 중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위험도 척도 및 각각의 

계산방법은 <표 3.2>와 같다. 

제시된 위험도 증가분들은 기술지침서 변경의 영향평가를 위해 사용 

된다 CCDF는 Preventive Maintenance(PM)와 Corrective 

Maintenance( CM) 모두에 대해서 평가한다.PM과 CM의 차이는 CCF의 

고려 여부에 있으며 CM은 기기 고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일 AOT 위험도계산은 다음 경우에 대하여 계산한다. 

o Current full AOT 

o Proposed full AOT 

o Mean Downtirne for CM 

o Mean Downtirne for PM 

단일 정 지 기 여 도(Single Outage Contribution)는 기 기 이 용불능 시 

다음과 같이 주어진 기간 동안의 노심손상확률로 표현한다. 

o Full AOT 평가 : 각 정비 조건에 대한 rnaximum risk 

o Mean Downtirne 평가 : 과거의 운전 경험이나 앞으로의 정비 활 

동 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AOT 연장과 관련한 연간 위험도의 측정은 평균 CDF 변화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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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동중 새로운 정비 활동이 요구되면 이후의 CDF는 AOT 연장에 

관계없이 증가한다. 

3. 가동 중 위험도 평가(STI 연장) 

RPSÆSFAS의 STI 변경에 대한 CEOG의 방법론은 CEN-327-A, 

Supplement 1 to CEN-327-A에 기술되어 있고 IN Service Testing 수 

행을 통한 Check Valve에 대한 위험도기반 STI 설정을 위하여 CEOG 

와 ASME가 사용한 방법론은 CE NSPD-1048에 기술되어 있다. 

STI 변경 평가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O 선정할 기기들에 대한 STI 영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모벨 되어 있는지 확인 

O 현재 STI 모텔올 Baseline risk measure로 정 량화 

O 선 정 할 기 기 의 demand failure rate를 STI 증가에 반영 하기 위 해 

새정한다. CCF 또한 반영한다. 

O 변경에 따른 이득효과 평가 

O 개정된 demand failure rete와 이득효과를 사용하여 모델을 재정량 

화 한다. 

O 기기 선정 및 기기의 현재 STI 기술 

o STI 증가에 따른 잠재적 이득효과 기술 

O 새로이 측정된 위험도 값과 기준값을 비교하고 목표치와 비교 평 

가한다. 만일 측정된 위험도 변화가 목표치 내에 있으면 STI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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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절한 것이지만 목표치를 벗어나면 위의 다섯 번째 과정부터 

반복하여 측정된 위험도 변화가 목표치 내에 있도록 새로운 STI 

를 선정해야 한다. 

만일 기기의 시험이 발전소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잠재적인 이득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득은 정량화 하기 

어려우므로 기기의 STI 변경 적용 방법론은 기기를 다음 2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기 기 의 중요도에 근거 한 risk ranking approach를 사용한다. 

o STI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 

o STI 변경이 요구되는 안전 중요도가 낮은 기기 

4. 대 형 초기 방출(Large Early Release) 평 가 

CE PWR에서 고려하는 LER(Large Early Release} 사고경위는 다음 

초기 방출 사고경위 중 하나의 결과로 발생된다. 

O 격 납건물 우회 사고(Containment Bypass Event) 

O 격납건물 격리실패 (Loss of Containment Isolation)로 인한 중대사고 

o Energetic Event로 인 한 격 납건 물 고장 

변경 사항의 LER(Large Early Release}에 대한 영향은 특정한 기기 

가 가용하지 않아 위에 열거한 세 가지 부류의 사건빈도가 높아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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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에 근거하여 정성적으로 평가된다. LER 관점과 더불어 격납건물 

기기의 전반적인 방사능 방출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파악되어야 한다. 

5. Transition Risk 평 가 

전이위험도(Transition Risk)는 전출력 운전모드에서 저출력 운전모드 

로 변환하는데 잠재하는 위험도를 말한다. 이는 기기의 보수를 위하여 

발전소를 정지시키는 것에 따른 위험도와 운전중에 보수를 할 경우의 위 

험도를 비교하여 운전중의 보수와 관련된 위험도의 증가가 전이위험도의 

제거로 보상된다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6. Shutdown Risk 평 가 

전이위험도와 같은 위험도 보상은 기기의 예방을 위한 유지 및 보수 

가 출력운전 기간에 계획되어 있올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출력운 

전 중에 유지 및 보수를 수행하는 것이 정지중의 안전성에 분명히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증명된다. 

O 정지기간 중에 기기의 유지 및 보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는 정 
지 시 높은 안전 중요도를 갖지 만 가동중에 안전 중요도가 낮은 기 

기에 대하여 이득이 될 수 있다. 

O 특정한 기기에 대하여 가동 중 예방올 위한 유지 및 보수를 수행할 

겨우 그렇지 않올 경우보다 정지운전모드 진입 초기시 해당 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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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가 더 높다. 이러한 신뢰도 증가는 정량화 할 수 없으므로 민 

감도 분석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운전중의 유지 및 보수로 상당한 위험도를 회피할 수 있 

다는 것을 간략히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가동중 및 정지중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운전중 유지 및 보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정지위험도(Shutdown Risk)는 정지운전 PSA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지운전 PSA와 전 출력운전 PSA의 결과는 분석올 

위해 사용된 가정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 

다. 

제 3 절 사업자압장에서의 의사결정체계 

위험도반영 기술지침서의 변경올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재 규제요 

건과의 부합성， 심층방어， 충분한 안전여유도의 유지， 위험도 증가치가 

작고 NRC의 안전목표와의 일치성， 변경올 감시하기 위한 성능측정방안 

의 사용과 같은 5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그림 3.4>는 위의 5가지 

의사결정 요소간의 인과관계를 영향도로 표시한 것이다[9， 10]. 기술지침 

서 변경을 위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자는 제안된 기술지침서의 변경과 관련된 이용 가능한 공학적 평가방법 

과 PRA 연구 둥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된 변경올 기술하고 PRA 

에서 모렐링 되어진 계통， 기기， 변수들이 기술지침서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올 받는지 결정하고， 기술지침서 변경이 영향올 주는 모든 PRA 요 

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는 제안된 기술지침서를 평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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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현 규제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신 시켜야 하고， 심층방어 원칙을 만 

족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 후에도 충분 

한 안전여유도 유지를 공학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PRA에 근거한 

위험도 평가， 위험도가 큰 배열( Configuration)의 제한， 위험도 정보를 이 

용한 배열위험도 관리를 통해서 공학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 

자는 현재의 허가기준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행된 가정과 분석올 확 

인시키고， 기술지침서 변경으로 인해 안전에 어떠한 역효과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과 발전소 운전 안전성이 PRA 분석의 가정과 일치하게 유 

지될 수 있으며， 절차가 감시결과에 근거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증하며 이행과 감시 프로그램올 개발해야 한다. 그리 

고 제한된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평가 

내용들은 문서화되고 인허가변경 선청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하 

는데 최종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올 정리하면 <그림 3.5>와 같다. 

제 4 절 규제기관업장에서의 의사결정체계 

사업자가 제안한 기술지침서 변경은 규제기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제안된 변경을 평가하는데 있어 변경정의， 공학적 분 

석의 수행， 이행감시 프로그램 개발여부의 확인， 문서작성 및 제출 등 

기술지침서 변경 항목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림 

3.6>은 기숨지침서 항목변경을 결정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의사결정과정 

을 정리한 것이다.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이유에 대한 승인기준은 위험도나 작업자의 피 

폭량이 감소하여 운전 안전성이 개선되었거나， 규제요건의 위험도기준에 

일치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그리고 lOCFR 
50.36 , 원자력발전소 기술지침서 개선에 관한 NRC 최종정책성명， 

- 36 -



10CFR 50.90, 10CFR 50.91 , 10CFR 50.92의 규정에 있는 허가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이 심충방어의 원칙 

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심충방어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유 

지되어야 한다. 

O 노심손상과 격납용기 고장 방지 그리고 사고 결과 완화 사이의 균 

형이 타당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O 발전소의 취약한 설계를 보완하는 활동들에 대한 과신은 피해야 

하며， 계획적인 배열관리로 기술지침서의 허용정지시간과 연관된 

커다란 위험도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O 계통다중성과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은 계통의 위협 (Challenge) 예 

상주기와 결과에 맞추어 유지되어야 한다. 

O 잠재 적 공통원 인 고장(Common Cause Failure: CCF)에 대 한 방어 

가 유지되고 새로운 공통원인고장 메커니즘에 대해 평가해야 한 

다. 

O 인적오류 발생방지가 유지되어야 한다. 

o lOCFR 50 부록A의 일반설계기준의 의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의 영향이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확보되는지를 

공학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NRC가 인가한 코드와 규격 또는 대체방안 

에 부합되는 경우와 현 허가를 토대로 한 안전성 분석 승인 기준에 부합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여유도가 유지된다. 위험도영향 평가단계로서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과 관련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PRA의 3가 

지 시행방안이 제시되었다. 

사업자는 PRA에 근거한 위험도 평가， 위험도가 큰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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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제한，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배열위험도 관리를 통해서 

공학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규제기관은 위험도영향 평가가 적절 

히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는 기술지침서 변경 

에 대한 승인 절차이다. 이때 지침서의 영구변화와 변경으로 증가된 위 

험도가 경미해야 허용한다.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은 

RG- 1.174를 따른다. 승인 가능한 기술지침서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 

하는 수치적 지침과 함께 다른 공학적 평가와 운전 경험， 시험과 정비 

활동과 관련된 이전의 변경과 실무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자가 현재의 허가기준 변경올 정당화하기 위해 수행한 가정과 분석을 확 

인하고， 기술지침서 변경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역효과를 평가한다. 또한 

발전소 운전 안전성이 PRA 분석의 가정과 일치하게 유지되고， 감시 노 

력 결과에 근거해 취한 조치에 대한 기준 절차가 제공된다는 것을 보증 

하는 이행과 감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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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위험도 척도의 정의 

위험도 척도 정의 및 설명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평가 

수행 결과로 발전소 운전에 변 

화 영향을 줌에 따라 생기는 

노심손상빈도의 변화 I CDF 이며， 기기나 계열의 가동 
( 6. Core Damage Frequency, I 중 보수(On-line Maintenance) 

6.CDF) 로 예상되는 영향을 포함한다. 

예 방(Preventive)보수나 교정 

(Corrective)보수활동 모두를 고 

려한다.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이 AOT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 | 기간동안 가지는 위험도 증가 

(Incremental Conditional Core I 누적분. 단일 AOT 위험도로 표 

Damage Probability, ICCDP) 현되며 조건부 CDF와 AOT기간 

의 곱으로 계산된다. 

대형 초기 방출빈도의 변화 

(6.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6.LERF) 

증가된 조건부 대형 초기 방출확률 

(Incremental Conditional Large 

Early Release Probability, 

ICLERP) 

피폭량에 대한 척도로 사용된다. 

이 변수는 제안된 AOT에 대한 

조건부 대 형 초기 방출확률의 증 

가 분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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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가동 중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위험도 척도(1/2) 

위험도 척도 설명 비고 

PSA에서는 모든 

평균노심손상빈도 노심손상이 일어날 standby 기기에 대한 

(CDF, per year) 빈도 평균 불이용율를 

사용하여 얻는다. 

노심손상확률 
어느 기간 중 누적된 

(Core Damage 
노심손상빈도 

CDF x time period 

Probability, CDF) 

조건부 노심손상빈도 기기의 정지시간 

(Conditional CDF, (outage) 퉁 어 떤 

CCDF) 조건 하에서의 CDF 

한 계열이나 계통， 기 

기가 이용불능 시 평 

노심손상빈도 증가분 가된 CCDF와 시험 
CCDFu LPSI train 

(CDF) 이나 보수로 인해 정 
unavailable) - CCDFu 

지되지 않을 시 평가 
LPSI train not out for T/M) 

된 CCDF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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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가동 중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위험도 척도(2/2) 

위험도 척도 설명 비고 

단일 AOT 어느 기간동안 한 계 | 단일 AOT 위험도 = 

위험기여도 l 열의 이용불능으로 I CDF X r 

(Single AOT Risk I 인하여 생기는 위험 I r = 전체 AOT 또 

Contribution) 

연간 AOT 

위험기여도 

(Year AOT Risk 

Contribution) 

도의 증가분 는 정 비 기 간(years) 

. 연간 AOT 위험도 = 
연간 평균 AOT 빈 | 

| 단일 AOT 위험도 
도를 고려한 이용불 

X f 
능 계열의 연간 평균 

위험도 증가 
f = frequency 

(events/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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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평가 제안된 기술지칩서 변경의 정의 

전통적 분석 
획롤론적 
안전성 평가 

제안된 변경 제출 시행 및 감시프로그램 정의 

그림 3.1 위험도기반 발전소 특정 의사결정의 주 요소 

현 규제 사항과의 

만족여부 

전통적인 공학적 

평가 
위험도 영향 평가 

이용가능한 대체안의 

위험도비교 

그림 3.2 공학적 평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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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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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웬 
앓---

기술지침서 변경사항 선정 

변경의 필요성 정의 

발전소 기기 구성 및 설계기준/위험도관련 
문제정 정의 

결정론적 분석에 의한 문제점 평가 및 검토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 및 검토 

운전상의 제약사항 평가 

구성 위험도 관리 프로그램 

그림 3.3 CEOG의 기술지침서 완화방법론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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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rnat i ves 
Decision L뱉경불허 

Node 1-변경허가 

그림 3.4 STI/AOT 변경허가를 위한 의사결정원리 



변경 내용 및 이유 \ 

민감도/불확실성 분석 

공학적평가 
위험도영향과제안된 

보완조치 

변경평가시 사용된 금지된 기기정지 
PRA 변경사항 배열의 목록화 

PRA 모벨의 제안된 발전소배열의 
적용가능성과품질검토 안전성에 대한 

변경평가시 사용된 
위험도 척도논의 

PRA 데이터 
베이스외에 새로이 
개발되거나 
사용된 데이터 

전반적인 영향을 

V / I 
동시적으로평가하는 

| \\ | 능력에 대한서술 

l \ , 
개정된 내용에 
대한 기술사항 

1 인허가변경신청에 
필요한다른모든서류 

규제기관의 검토지침 
- SPP 16.1 
- lOCFR 50.90, 91 , 92 

그림 3.5 사업자의 TS 검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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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TS 항목변경올 위한 의사결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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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외 TS 요건 개선사항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규제 문건인 기술지침서는 발전소 

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FSAR)에서 분 

석되고 평가된 범위 내에서 운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구사항 

들올 명시하고 있다. 요구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결정론적 분석과 공학적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정론적 분석 및 공학적 판단에만 

근거를 둔 현 기술지침서를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 

하기 위한 활동이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장에서는 이러한 활동 

의 결과로써 원전의 기술지침서 요건을 개선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1-8,23,24]. 

제 1 절 국내 TS 요건 개선사항 

1. 고리 3，4/영광 1 ，2호기의 RPS!ESF AS STI/ AOT 변경 

“고리 3，4/영광 1 ，2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및 공학적 안전셜비작동계 

통 정기점검주기 및 허용정지시간 변경분석 보고서”는 1998년에 전력연 

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로 NRC에서 정기점검 시험주기 및 허용정지시칸 

연장을 숭인한 사례가 있는 띤형 원전 중에서 고리 3,4, 및 영광 1 ，2호기 

를 대상으로 원자로보호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비작동 계통에 대한 정기 

점검 시험주기 및 허용정지시간 요건올 발전소 위험도에 근거하여 재평 

가하고， 이의 개선 방안올 도출하여 운영기술지침서를 개정하므로 합리 

적인 발전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1]. 

이 연구는 고리 3,4 및 영광 1，2호기의 주요 안전계통 중에서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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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발생 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RPS 

와 사고시에 발전소가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도록 안전계통을 작동시키 

는 ESFAS의 STr와 AOT를 현재 이들 발전소가 갖고 있는 고유 안전성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개 

정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고리 3,4 및 영광 1 ，2호기의 RPS와 ESFAS에 대한 STr 및 AOT가 

발전소 전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PSA 방법을 사용하여 정성/정량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STr 및 AOT변경 안을 도출하였다. 

AOT 및 STr 변경이 발전소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은 확률론적 안전 

성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상세한 분석방법은 WOG에서 수 

행한 방법을 토대로 하고 가능한 최신의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수립하였 

다. 이 연구는 RPS 및 ESFAS에 대한 계통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이의 

정량화를 위해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 고유의 신뢰도 데이터베이 

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수립된 고리 3,4 및 영광 1 ，2호기 PSA 모텔에 신 

뢰도 분석결과를 연결하여 종합위험도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분석함으로 

써 AOT 및 STr 요건 변경에 따른 발전소 위험도 영향올 평가하였다. 

가. 연구수행 방법 

1) 계통신뢰도 분석 

RPS 및 ESFAS의 정기점검 요건 변경에 따른 발전소 위험도 영향 

분석올 위해서는 계통에 대한 신뢰도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장수 

목 분석방법올 사용하였고 RPS/ ESPSA의 AOT 및 STr변경이 계통 이 

용불능도 및 발전소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평가하기 위해 계통 

고장수목 구성 시 AOT 및 STr 변경 영향올 평가할 수 있도록 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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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구성하였다. 즉 계통의 시험과 정비에 따른 계통 이용불능 기본사 

건을 모벨링 하였으며 시험주기에 따라 기기 이용불능도가 변화될 수 있 

도록 기기 고장 기본사건을 모델링 하였다. 

2) 신뢰도데이터베이스 개발 

계통 고장수목의 정량화를 위해서 기기 신뢰도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 고리 3,4 및 영광 1，2호기의 기기 고장 특성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소 고유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였다. 발전소 고유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와 고리 3，4호 및 영광 

1 ，2호기 계측셜비고장 데이터를 베이지안 방법으로 합성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발전소 고유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는 산업계 평균 고장 특성과 발 

전소 고유 고장 특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계측셜비에 대한 일반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는 웨스팅하우스의 분석자 

료를 검토하여 개발하였으며 발전소 고장 데이터는 고리 3,4 및 영광 1,2 

호기의 작업의뢰서 둥 고장자료를 검토하여 획득하였다. 

3) 종합위험도 명가모웰 수립 및 위험도 정량화 

계통 고장수목 구성과 발전소 고유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계통 이용불능도를 정량화 하였다. 계통 이용불능도로부터는 발전소 위 

험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원전의 안전 계통 

들은 계통 단위보다는 트레인 단위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계통별 

로 발전소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RPS/ESFAS의 AOT 및 STI 변경에 따른 발전소 위험도 영향 평가는 
발전소 위험도 수준까지 분석하여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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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T 및 STI 변경에 따른 발전소 위험도 영향 평가를 위해 RPS 및 

ESFAS의 계통 고장수목과 발전소 고유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고리 

3,4 및 영광 1，2호기 위험도 모델인 PSA모텔과 연결하여 종합 위험도 

평가 모델을 수립하였다. 

RPS 및 ESFAS는 발전소 사고시 안전주업계통과 같이 안전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1차 안전계통을 작동케 하는 지원 계통으로서 이 

연구에서 구성한 RPS 및 ESFAS의 고장수목을 고리 3，4호기 및 영광 

1 ，2호기 PSA모텔 1차 안전계통 고장수목의 입력 신호로서 연결하였다. 

고리 3,4 및 영광 1，2호기 PSA 모텔에서 기존 RPS 및 ESFAS 고장 

수목들은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AOT 및 STI 요건 변경에 

따른 위험도 영향을 평가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RPS 및 

ESFAS 고장수목을 AOT 및 STI 요건 변경에 따라 위험도 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AOT 및 STI 요건 변경에 따른 발전 

소 위험도 영향을 분석하였다. 

AOT 및 STI 요건변경에 따른 위험도 영향 분석은 고리 3,4 및 영광 

1 ，2호기 PSA모텔과 본 분석에서 재구성한 RPS 및 ESFAS 고장 수목을 

연결하여 종합 위험도 평가모텔을 수립한 후 Fault Tree Linking 방법으 

로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을 정량화하여 수행하였다. RPSÆSFAS의 AOT 

와 STI가 변화되면 RPSÆSFAS 고장수목 기본사건 데이터 값이 변화 

되므로 여기에 연결된 안전계통 이용불능도가 변화되어 발전소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나- 연구수행 결과 

고리 3，4호기 및 영광 1，2호기와 미국내 파형 발전소들의 시험 및 정 

비 소요시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A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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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나치게 짧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AOT에서는 무리한 작 

업 수행으로 원자로 불시정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충실한 시험 및 정비를 

수행하지 못하여 계측설비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AOT이내에 작 

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함으로 

발전소 안전성 관점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AOT 및 

STI 연장 안에 대한 위험도 분석결과 고리 3，4호기의 경우는 1.54%, 영 

광 1，2호기의 경우는 1.74%의 낮은 위험도 증가율을 각각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AOT 및 STI를 연장하여 약간의 위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위험도 모텔 및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의 불확실성 범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위험도 분석시에 정량적으로 고려 

하지 못한 AOT와 STI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 효과와 위험도 분석 

시 적용한 보수적인 가정사항， 또한 그 동안의 계측셜비 하드웨어 보강 

사례들과 현재 이행 중인 단계별 예방정비 절차를 통한 계측설비 신뢰도 

향상 둥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연구의 분석에서 검토한 AOT 및 

STI 연장안은 발전소 위험도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토된 RPS와 ESFAS의 놀리 캐비넷과 주/부 계전기들 

에 대한 AOT연장안(시험시 4시간， 정비시 12시간) 및 아날로그 채널의 

AOT연장안(시험시 4시간， 정비시 6시간)과 STI 연장안(3개월)으로 운영 

기술지침서 정기점검 요건을 개선하여도 발전소 안전성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격납건물 江RT 시험주기 연장에 따른 위험도 평가 

민감도분석 

미국 NRC가 발간한 "Containment Leak-Rate Test Program"에 따르 

면 원자로 사고위험은 격납건물 손상같이 확률은 낮지만 결과 영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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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가 주요인자로 나타나고 있어， 격납건물 허용누설률과 시험주기 

의 변경이 원자로 사고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결과들에 의거하여 NRC는 1995년 10월 기존의 격납건물 누 

설률 시험에 대한 규제 조항인 10 CFR P따t 50 Appendix J에 Option B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에는 격납건물 종합 누설률 시험(ILRT 

Intergrated Leakage Rate Test)의 주기를 격납건물 성능에 근거하여 10 

년에 1회로 연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 

다. 국내원전의 ILRT주기를 5년에 1회에서 10년에 1회로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원자력발전처 발전운영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력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ILRT 주기연장으로 인한 위험도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23]. 분석방법론은 NUREG-1493의 방법론을 따르고， 분석대상 호기로는 

울진 3，4호기를 선정하였다. 

가. 연구수행 방법 및 결과 

1) 부지특성 자료 사용 

CRAC2 코드로 분석된 NUREG-CR-4330에서는 균일한 인구밀도인 

340명 Zion / mile 2을 사용하였으나 MACCS코드로 분석된 

NUREG-115O의 위험도 평가는 각 원전의 부지특성 자료를 사용한 것으 

로 확인된다. NUREG -1150에서 평가된 Surry 원전 및 Zion원전에 대 

해 사용된 분석자료를 <표 4.1>에 나타내어 울진 3，4호기 부지특성자료 

와 비교하였다. 

2) 주민 소개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않
 



MACCS 전산코드 분석의 가정 사항 중 주민소개율에 대한 것으로 

NUREG-ll50에서는 사고 후 24시간이내 반경 16Km이내의 주민 99.5% 

가 소개된다고 가정한 반면， 울진 3，4호기 위험도 분석에서는 주민소개율 

올 100%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다른 가정사항 및 조건은 통일 상태에 

서 주민소개율을 가장 보수적으로 0%로 가정하여 MACCS 전산코드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2>에 나타내었다. 

3) 인구밀도 변화얘 대환 민감도 분석 

ILRT주기연장의 전호기 적용올 위해서는 울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 

구밀도가 높은 영광 및 고리원전 주변의 인구밀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여 인구밀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인구밀도 변 

화에 의한 위험도 분석결과는 <표 4.3>에 요약되었다. 분석결과， 인구밀 

도의 증가에 비례하여 총 잠재적 암치사와 주민선량은 증가하였으나 개 

별 잠재적 암치사는 오히려 50%정도 감소하고 있다.<표 4.4>에서는 인 

구밀도 변화에 대한 위험도 증가량 및 증가율을 Surry 및 Zion 원전과 

비교하고 있다. 

4)누절탐지 확률 

NUREG-1493에 서 의 ILRT 이 력 조사 결과 ILRT에 의 해서 만 탐지 될 

수 있는 누설확률은 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위험도 정량화식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누설탐지확률은 위험도 정량화식인 Risk 

[ Risk(BU - ðRisk(NU] + ð Probability x ðConsequence에 서 주기 

연장시 누설이 탐지될 수 있는 평균시간의 증가와 ILRT에 의해 탐지 가 

능한 확률의 곱인 ð Probability로 표시된다. 누셜확률올 5%라고 가정한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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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Probability는 1. 1 이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원전의 ILRT수행시 

LLRT 및 ILRT에 의해서 탐지되지 않은 누셜은 거의 없는 점으로 미루 

어 5% 가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5) 기상조건에 따른 민감도 분석 

MACCS 전산코드는 기상조건을 무작위 추출하므로 다양한 기상조건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며， 심각한 기상조건에서의 위험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MACCS입력 기상조건을 변경하여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다.<표 4.5>는 19번 BIN(MACCS 전산코드에서 8760개의 각 

시간에 해당하는 기상조건을 풍속， 대기안정도， 강우량， 강우가 내련 거 

리둥올 조건으로 고려해서 만든 그룹)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었다. 가장 심각한 기상조건 하에서 위험도는 전체적으로 4배 

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 수치는 Surry 및 Zion원전의 평균적인 위험도 

보다도 작으며 ILRT 주기연장으로 언한 위험도 증가율은 상당히 감소하 

고 있으므로 가장 심각한 기상조건 하에서도 국내원전 ILRT 주기연장으 

로 인한 위험도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3. 국내원전 ILRT 주기연장 허용기준 개발 

격납건물 ILRT주기연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한국형 표준원전인 울 

진 3，4호기에 적용하여 수행한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위험도 증가의 기 

준으로 위험도 증가율올 고려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 

운 허용기준 개발의 필요성올 제시하였다[3]. 

위험도 증가율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올 파악하여 울진 원전 

3，4호기와 NUREG-1493에서 평가된 Surry, Zion원전의 위험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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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허용 위험도를 CLB 변경시 위험도 

증가율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새로운 CLB 변경 허용기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경우 RG 1. 174에서 기본 위험도와 위험도 증가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CLB변경의 정도와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는 Acceptance 

Guideline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CDF 및 LERF에 대해서 고려된 RG 1.174 Acceptance 

Guideline을 위험도라는 일반적 정의로 확대하여 ILRT주기연장으로 인 

한 위험도 증가비교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기본 위험도와 ILRT주기 

연장으로 인한 위험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 단순한 증가율로만 비교 

할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위험도 상태에 대한 효과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영광 3，4호기 EDG 정기시험주기 및 방법 개선 

비 상디 젤발전 기 (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는 높은 신 뢰 도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규제요건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 

며， 발전소 운전 기기 중에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점검 요구사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험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그런데 기폰의 이러한 규 

제 지침에서는 EDG의 월간 시험 주기를 시험 실패 횟수의 증가에 따라 

최저 3일까지 단축해야하며 모든 기동시험을 기동 후 10초 이내에 정격 

주파수 및 전압에 도달하는 급속 기동을 해야하고， 또한 연속 정격 출력 

이상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운전하도록 요구하는 둥 정기 시험 주기 및 

방법이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었다. 이런 엄격한 시험조건이 오 

히려 디젤엔진의 열화 및 마모 요인으로 작용하여 EDG의 신뢰도를 저 

하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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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인을 찾아 제거함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도 감시 및 성능 감시 

를 통해서 설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보다 진보적인 개념으로 EDG 

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규제지침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규제지칩의 개선동향에 비추어 새로운 규제 지침인 Reg. 

Guide 1.9 Rev.3 및 산업 체 가이 드인 NUMARC 87-00 Rev.l에 따라 

EDG 신뢰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정기 시험 요건을 개선하여 

영광 3，4호기 EDG의 합리적인 운전관리와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였다[7]. 

가. 연구수행 방법 및 결과 

1) 월간 정기 시험주기 단축조항 

시험 주기 개선의 근거를 보면， 새로운 규제 지침 Reg. Guide 1.9 

Rev.3에서는 EDG의 정기 시험을 소내 정전 규제 요건인 EDG의 신뢰도 

프로그램 범주 내에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기 시험 

수행과정 및 결과분석올 통한 신뢰도 감시와 실패시의 근본 원인 조사， 

시정 조치들을 신뢰도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포함해 신뢰도 프로그램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게 하였다. 기동 및 부하 운전의 성공， 실패 기준 

올 신뢰도 분석에 적합하도록 정의하였고 월간 정기 시혐의 시험 주기 

결정올 신뢰도 프로그램의 적용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 신뢰도 프 

로그램은 영광 3，4호기 EDG의 신뢰도 향상올 위해 수립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신뢰도 감시， 점검 프로그램， 성능 감시 프로그램， 데이터 시 

스템， 정비 프로그램， 고장 근본원인 분석둥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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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뢰도 감시를 위한 기준 값으로 영광 3.4호기의 비상 교류전력 

구성그룹과 EDG의 신뢰도 계산결과를 토대로 EDG의 목표 신뢰 

도를 설정하였다. 

O 신뢰도 감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점검 

프로그랩은 절차서， 점검표， 운전일지 둥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현 

행 점 검 항목과 NUMARC 87-00 Rev.1 및 IEEE 387-1995에 서 추 
천하는 점검항목을 비교하여 현행 점검 프로그램에 누락된 점검항 

목을 도출하여 현행 점검프로그램을 보완， 개선하였다. 

O 주요 운전변수의 감시 및 추이 분석을 통해 EDG의 성능감시 및 
고장 예측을 위한 성능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O 정비 프로그램은 신뢰도 기반 정비기법을 통해 수립된 개선 방안 
을 기존의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기장의 재발올 

방지하기 위해 고장을 분석하고 근본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 

및 고장이나 문제점에 대한 활동이 보증되도록 종결절차를 두었 

다. 

QEDG의 운전， 시험 및 정비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함으로 신뢰도 프로그램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지원하 

도록 EDG 데이터시스템올 개발하였다. 

QEDG를 높은 신뢰도로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영광 3，4호기 EDG신 

뢰도 프로그햄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증하기 위해 신뢰도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개발하였다. 

2) 정기시험방법 연구 

상온-급속 기동횟수의 과다로 인한 EDG 고장율과 Aging 효과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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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제 지침에 따라 월간 시험에 한해 저속기동시험 

을 수행하도록 개선하였다. 

현재의 운영기술지침서에는 핵연료 재 장전 주기의 24시간 시험 후에 

곧바로 고옹 재 기동 시험을 수행하고 실패 시는 24시간 연속운전 시험 

을 다시 반복한 다음 재 기동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Reg , Guide 1.9 

Rev.3 규제지침에 따라 24시간 시험과 고온 재 기동 시험을 분리하여 수 

행하고， 재 기동시험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연속 운전 시험 후 또 

는 2시간 동안 운전하여 엔진이 온도 평형 상태에 도달한 다음 재 기동 

시험을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정기 시험 시 디첼발전기의 시험 출력은 월간 주기의 부하 운전 

시험 및 18개월 주기의 전 부하 차단 시험과 24시간 연속 운전 시험 중 

22시간은 정격출력의 100%로， 그리고 187>> 월 주기의 2시간 시험은 

110%로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부하 운전도 급속 부하 분담과 

동일하게 엔진 웅력 및 마모의 원인이 되므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Reg. Guide 1.9 Rev.3의 규정올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월간 주기의 

부하 운전 시험 및 18개월 주기의 전 부하 차단시험 시에는 연속 정격 

출력 6，500Kw의 90 - 100%로 시 험 하고， 18개월 주기 의 24시 간 연속 운 

전 시험시는 22시간은 연속 정격 출력의 90 -100%로， 나머지 2시간은 

정격 출력의 105 - 110%로 시험 출력을 조정하였다. 

5. 울진 3，4호기의 허용정지시간 변경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서 

개정에 대한 시범 연구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규제기관과 사업자 모두에 

게 도움올 주도록 수행되었다. 참조 발전소인 울진 3，4호기 주요 안전계 

통에 대해 허용정지시칸 변경과 출력운전 중 예방정비 실시에 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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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평가하였고 연구 범위는 주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들이다[2]. 

가. 연구수행 방법 

먼저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위험도 평 

가 방법을 검토하고 파악하였다.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숭인 기준치의 설정과 국외의 승인 

기준치를 검토하고 숭인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발전소 현장직원들의 의 

견올 토대로 허용정지시간 변경 대상 계통과 출력 운전중 예방정비 실시 

회망 계통을 선정하였다. 그 대상 계통은 안전주입탱크(SIT) ， 고압안전주 

업계통(HPSIS) ， 저압안전주입계통(LPSIS) ， 정지냉각계통(SCS) ， 격납용기 

살수계통(CSS) ， 비상디젤발전기 (EDG) ， 기기냉각수계통(CCWS) ， 필수해 

수계통(ESWS)， 필수맹 방수계통(ECWS)이 다. 

위 계통들에 대한 운전 제한조건과 정기정비시의 소요시간을 파악한 

후 허용정지시간 변경과 운전 중 예방정비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위험도 평가는 1 단계 내부사건 PSA와 2 단계 내부사건 PSA 모델올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위험도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O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노심손상빈도 증가(L1 CDF)와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 확률OCCDP)， 대량초기누출빈도 증가(L1LERF)와 

증가된 조건부 대량초기누출확률OCCDP) 

O 운전 중 예방정비에 대한 노심손상빈도 증가(L1 CDF)와 조건부 노 

심 손상확률(C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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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감도분석(기기수리시간 변화， 공통원인고장과 초기사건 고려 유 

무
 

’ 

나. 연구수행 결과 

1) 채안 숭인기준치 

허용정지시간 변경과 관련된 영구적 변경의 국내 규제기관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O 기술지침서 변경과 같이 영구적 변경에는 노심손상빈도 증가(L1 

CDF), 대량초기누출빈도 증가(L1 LERF) ，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 

확률OCCDP)， 증가된 조건부 대 량초기 누출 확률OCLERP)을 위 험 

도 평가 척도로 사용한다. 

O 영구적 변경에 대한 노심손상빈도 증가와 대량초기누출빈도 증가 
기준치는 NRC의 기준치를 토대로 숭인 기준치와 수행하는 PSA 

범위를 <표 4.6， 4.7>처럼 설정한다. 

O 영구적 변경에 대한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과 대량 초기누출 

증가 확률에 대한 기준치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준치를 채태하 

고 각각의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PSA 범위를 < 
표 4.8, 4.9>처럼 설정한다. 

일시적 변경의 국내 규제기관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것올 권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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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력 운전 중의 기기 고장으로 고장정비를 수행하거나 허용정지시 

간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발전소의 일시적인 변경에는 조건부 노 

심손상빈도， 조건부 노심손상확률， 조건부 대량초기누출확률을 위 

험도 평가 척도로 사용한다. 

O 일시적 변경에 대해서는 조건부 노심손상빈도 기준치는 l.OE-3V 

년) 미만으로 한다. 

O 노심손상확률만을 위험도 평가 척도로 사용할 경우 기준치와 PSA 
수행범위는 <표 4.10>처 럼 설정한다. 

O 조건부 노심손상확률과 대량초기누출 확률 모두를 위험도 평가 척 

돗로 사용할 경우 기준치는 <표 4. 11. 4.12>처럼 설정한다. 

2) 허용시간 변경애 대한 위험도 명가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노심손상빈도 증가( t::. CDF)를 평가한 결과 

각 계통에 대한 노심손상빈도 증가는 모두 선별분석 승인 기준치 

l.OE-6V년)이하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들 계통의 증가된 조건부 노심 

손상확률(ICCDP)은 안전주입탱크， 저압안전주입계통， 비상 디젤 발전기， 

정지 냉각계통， 격납용기 살수계통만이 선별분석기준치 5.0E-7이하로 평 

가되었고 다른 계통들은 선별분석기준치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이 선별분석 기준치 이하로 평가된 계통들 전체의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해 노심손상빈도 증가는 선별분석 기준치 

l.OE-6U년)보다 매우 작은 2.05E-7V년)로 평가되었다. 여기서는 허용정 

지시간변경에 대한 판단여부를 위험도 평가결과가 선별분석 기준치 미만 

일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에 노심손상빈도 증가와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 

상확률 관점에서 안전주입탱크， 저압안전주입계통， 격납용기살수계통， 정 

지냉각계통， 비상디젤발전기의 허용정지시간을 제안된 허용정지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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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심손상빈도 증가와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이 선별분석 기준치 

이하로 판명된 안전주입탱크， 저압안전주입계통， 격납용기살수계통， 정지 

냉각계통， 비상디첼발전기의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대량초기누출빈 

도와 증가된 대량초기누출확률을 평가하였다. 각 계통의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대량초기누출빈도 증가는 0(/년)으로 평가되었고， 증가된 조 

건부 대량초기누출확률은 선별분석 기준치 5.0E-8보다 매우 작은 4.0E-9 

이하로 평가되었다. 계통들 전체의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대량초기 

누출빈도 증가는 0(/년)으로 평가되었다. 

PSA측면에서의 종합적인 평가결과 비상디젤 발전기의 현 허용정지시 

간은 3일에서 10일로， 저압안전주업계통， 정지냉각계통， 격납용기살수계 

통의 현 허용정지시간은 3일에서 7일로， 안전주입탱크의 현 허용정지시 

간 1시간은 24시간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출력운전 중 예방정비애 대한 위험도 명가 

울진 3，4호기의 주요 안전계통의 출력 운전 중 예방정비에 대한 조건 

부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할 결과 조건부 노심손상 빈도는 모두 승인 기준 

치 1.0E-3(/년)이하로 평가되었다. 계통 각각의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 

확률(ICCDP)은 모두 선별분석 기준치 5.0E-7이하로 명가되었고 증가된 

대량초기누출확률 역시 선별 분석 기준치 5.0E-8이하로 평가되었다. 전 

체 계통의 허용정지시간 변경과 예방정비에 대한 노심손상빈도 증가는 

선별분석 기준치 1.0E-6U년)보다 작은 1.0E-7(/년)으로 평가되었고， 대 

량초기누출빈도증가는 선별분석 기준 1.0E-7보다 작은 5.0E-9로 평가되 

었다. 

PSA측면에서의 종합적인 평가결과 저압안전주업계통， 정지냉각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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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용기살수계통， 비상디첼발전기， 필수해수계통，기기앵가수계통， 필수 

냉방수계통의 출력 운전 중 예방정비는 발전소의 위험도를 크게 증가시 

키지 않으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민감도 분석 

제안 허용정지시간을 기기의 평균 수리시간으로 할 경우 각 계통의 

노심손상빈도 증가는 선별분석기준치 1.0E-6V년)보다 매우 작게 평가 

되었으며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은 안전주입탱크를 제외하고 선별 

숭인기준치를 5.0E-7 보다 크게 평가되었지만 승인불가 기준치 5.0E-6 

보다는 낮게 평가되었다. 전체 계통의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노심손 

상빈도 증가는 선별분석 숭인기준치 1.0E-6V년)보다 작은 2.54E-7V년) 

로 평가되었다. 변경 허용정지시간을 평균 기기수리시간으로 하여 허용 

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대량초기누출빈도 증가와 증가된 조건부 확률을 

평가한 결과 모두 선별숭인 기준치 보다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비상 디젤 발전기의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위험도 평가시 공통원 

인고장확률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을 1/10 

배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초기사건빈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 

면 노심손상빈도 증가는 1/7 배 증가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은 1/12 배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고려하지 않으면 노심손상빈도 

증가는 1/7 배， 노심손상확률은 1/60 배 닥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러한 평가 결과는 허용정지시칸 변화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시 공통원인고 

장 확률과 초기사건빈도 변화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 2 절 국외 TS 요건 개 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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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침서 개선에 대한 정책성명 발표 후 Crystal River 3호기의 변 

경허가 신청으로 시작된 기술지침서의 전환은 사업자들의 호웅이 적어서 

활발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현재 운전하고 있는 1097R 

원전중에서 총 63개 원전이 표준 기술지침서로의 전면 개정을 확정하였 

다. 또한 NRC의 부분개선(line-item improvements) 허용방침에 따라 사 

업자들은 기존 기술지침서의 부분적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왔다.<표 

4.1>은 부분 개선된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이다[8，24]. 

1. 국외 TS 개선활동 

가. 미국의 TS 개선활동 

미국에서는 기존 사용되고 있는 표준기술지침서를 개선하기 위해 핵 

규제위원회 (NRC)와 4개 원자로 제작회사에 의해 기술지침서 개선계획 ( 

Technical Specification Improvement Program) 이 수 행 되 고 있 다. 1984 

년 발행된 NUREG-1024에서 기존 표준기술지침서의 해석상 어려움， 과 

다한 요건 둥 적용 상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AIF 위원회에 의해 기술지침서 개선계획이 수립되고 기술지침서에 포함 

되어야 할 요건올 결정하기 위한 기준(Criteria)이 제시되었다. NRC에서 

는 기존 기술지침서를 수정하는 대신 새로운 기술지침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고 1987년 2월 기술지침서 개선계획에 대한 중간정책성명 ( 

Interim Policy Statement 52FR3788)올 발표하여 기술지침서 범위 및 

목적올 정의하였다. NRC정책성명은 기준(Criteria)사용， 개선된 기술지침 

서 배경 (Bases) ， 기존 기술지침서에서 삭제되는 항목의 관리， 제작회사별 

일반적 표준기술지침서 개정판 준비，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 시행， 완전시 

행을 위한 개정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성명에 의해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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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서에 포함되어야할 규제요건과 운전제한요소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 

인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이 확립되었고 면허소지자는 산업계의 

의 해 개 발된 제 작자 고유 기 술지 침 서 (Vendor specific Tech. Spec.)에 맞 

도록 자체기술지침서를 개정하기 위한 계획올 자발적으로 수립， 시행하 

고 있다. NRC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8]. 

기준 1 : 원자로 냉각채 압력경계의 현저한 비정상적 성능저하를 주제 

어실에서 탐지，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치계기 Onstalled 

instrumentations) 

기준 2: 핵분열생성물의 방벽올 위협하거나 실패를 가정한 설계기준 사 

고 또는 과도상태 해석에서의 초기조건에 해당하는 공정변수 

(Process variables) 

기준 3: 핵분열 생성물의 방벽을 위협하거나 실패를 가정한 설계기준 

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완화(Mitigation)하기 위해 기능이 착동 

되며 안전성 순서분석 (Safety sequence analysis)에서 주성공로 

(Primary success path) 에 포함되 는 구조물， 계 통 및 부품 

이러한 3가지 기준이 기존 기술지침서 항목 3절인 운전제한조건 

(Limiting condition for operation)에 적용되며 이중 하나만 만족되면 기 

술지침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NRC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웅하여 미국 

내 .4개 원자로 제작회사는 위원회로 결성하여 인간공학기술올 이용한 새 

로운 형식 (Format)올 작성하고 NRC기준에 의한 새로운 기술지침서 항 

목올 제출하였다. (NUREG-1431). 1988년 5월 NRC에서는 기존기술지침 

서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항목과 다른 문서관리로 재 배치되어야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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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침서 항목 목록을 발행하였다. 또한 기술지침서상의 기준(Base)도 

확장되면서 상세히 기술되어 계통설명， 관련 안전해석， 적용성 및 허용정 

지 시 간(Allowed outage time) 및 점 검 요구사항(Surveillance)을 포함하도 

록 하였다. 왜스탱하우스사의 경우 WOG 기술지침서 위원회내에 

MERITS (Methodically Engineered Restructured and Improved Tech. 

Spec.)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방법론을 확립하고(WCAP 11618) 

1989년 3월 30일 자체 발전소에 대한 기술지침서 초안을 NRC에 제출하 

였으며 최초적용발전소(Lead plant)로 선정된 Watts, Bar, Zion, Voglte 

발전소에 적용될 발전소 고유(Plant specific) 기술지침서가 NRC에 제출 

되어 검토되었다. MERITS 수행결과 기존 기술지침서 항목수중 약 40% 

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기술지침서 내용에 대한 개선 및 완화가 이루어 

졌고， 인간공학 기술올 이용한 기술형식 (Format) ， 기술지침서 요건에 대 

한 기술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근거(Bases)가 포함되었다. 최근에는 NRC 

의 최종정책성명 (SECY -93-067, Mars. 17, 1993)에서 평가기준 4로 운전 

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PSA)결과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 

성이 있는 구조물， 계통 또는 기기가 추가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상의 기술지침서 개선 계획과는 별도로 NRC에서는 사업자 

요청에 따라 기술지침서 양식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된 주 

요 Generic Letter 및 관련 기술지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L 87--09 : 기 술지 침 서 3.0/4.0 요건 완화 

GL 88--06 : 조직 표 삭제 

GL 88--12 : 화재방호계통 요건 삭제 

GL 88--16 : 주기 고유변수 제한치 삭제 

GL 89--01 : 방사성 유출물 기술지침서 재배치 

GL 89--14 : 점검주기 3.25배에 제한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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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90--02 : 핵연료 재조립 허용 

GL 91--08 : 부품목록 삭제 

GL 91--09 : 원자로보호계통 전력공급장치의 점검주기 수정 

GL 91--04 : 24개월 장주기 운전을 위 한 내용 변경 

GL 91--01 : 원자로용기 재료시편 회수계획의 삭제 

또한 NRC의 기술지침서 주기에 대한 개선연구결과는 NUREG-l366 

에 나타나 있다. 기술지침서의 개정과 더불어 특정항목에 대한 요건완화 

가 아울러 진행되고 있다. 웨스탱하우스 원자로의 경우 기술지침서 요건 

중 완화하고자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보호계통 및 공학적 안전설비계통의 점검주기 및 허용보수 

시 간 연 장 (WCAP 10271, supplement 1&2) 

- 붕산주입탱크 제거 

- 살수첨가탱크 제거 

- 가압기 안전밸브 설정치 압력 변경 

- 2차측 신호에 의한 안전주입작동 제거 

- 저출력 준위에서 중기유량 측정 

상기사항은 해당되는 안전해석올 재 수행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개선작업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며 웨스탱하우스 

와 CE의 표준 기술지침서가 ‘92년 9월에 NUREG-1431, 1432로 간행되 

었고 몇가지 Item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진행중이다. 또한 여러 개별 발 

전소가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술지첨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 

다. 

- 67 -



나. 프랑스의 TS 개선활동 

원자력 발전 초기에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지침서 또한 

미국의 NRC로부터 Westinghouse가 승인 받은 NUREG-0452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왔던 프랑스는 1980년 이후에는 미국의 기술지침서 내용의 

개념과 과거 운전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Format로 기술지침서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술지침서에 대한 개정은 매 2년마다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때 운전 경험으로부터의 교훈과 새로운 안전성 개념을 반 

영하고 있다. 기술지침서의 개선작업은 안전관련기기의 운전 불능 시 적 

용되는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서 요건의 최적화를 위해 발전소 

운전경험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8]. 

1) 운전체한조건의 명확한 규정 

안전성관련기기의 운전 불능 시 적용되는 운전제한조건에서 개선 시 

고려되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안전한 운전형태에 대한 정의 

- 안전한 운전형태로의 전환시간 

- 누적 운전불능의 처리 

- 운전제한조건 적용 기기의 확대 

운전제한조건이 적용되는 안전성관련기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발전 

소의 안전한 운전형태는 관련 기기의 안전기능이 사고해석상에서 사용되 

지 않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게 되는 발전소 상태로 정의되었 

다. 이때 안전기능이 영향올 받는 정도에 따라 고온정지， 중간정지，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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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로 안전한 운전형태가 선정될 수 있다. 안전한 운전형태로의 전환이 

관련 계통의 완전한 기능 상실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가에 따라 전환허용시간이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즉각적인 전환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운전제한조건발생과 동시에 안전한 운전형태로 가도록 하 

였다. 누적 운전불능에 대한 고려로서는 운전불능사건을 전환시간 15일 

이상의 그룹 2로 분류하여 다른 규칙을 적용하였다. 즉 그룹 1에 속한 

계통에서 3개 이상의 운전불능이 발생할 경우 즉각 안전한 운전형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그룹 1의 계통과 그룹 2의 계통이 동시에 운전불능일 

경우에는 발전소 운전 상태에서 허용되는 운전불능의 수는 4개로 제한된 

다. 그룹 1 소속의 2개 계통이 운전불능일 경우 해당 전환 시간 중 짧은 

것을 적용한다. 안전관련계통 중 운전제한조건을 적용해야 할 대상 계통 

올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환기계통설비， 압축공기계 

통 및 화재감지 및 보호 계통에 대한 요건이 추가되었다. 비상운전절차 

서 또는 중대사고의 경우에 사용되는 기기의 운전불능도 요건에 포함하 

기 위한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발전소 운전 중 예방보수에 의한 운전불 

능은 발전소 운전조건에서 보수가 가능하고， 그에 의한 위험도가 받아들 

여질 수 있도록 그 횟수 및 시간이 설정된다. 그 외의 보수활동은 발전 

소정지상태에서 수행되어 핵연료 재 장전기 사이의 가동기간의 예방보수 

를 최소화하고 있다. 

2) 운전경험을 반영한 요건 최적화 

기술지침서에 제시된 요건 중 발전소 운전원에게 당면하였던 실제적 

인 문제에서 도출된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 1차 계통의 누셜율 제한 

- 1차냉각제 방사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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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재장전시 격납용기 기밀 유지 

- 부하추종운전 허용 

1차계통의 누설 발생 시 초기 기술지침서에 규정되었던 누설 개념을 

명확히 하여 미국 RG-1 .45에 제시된 개념에 따라 미확인 누설률이 230 

1써 이상 되거나 확인누설률이 2.300 1/h 되는 경우 잠재적인 안전성 문 

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전소정지를 부과하였다. 1차 냉각제 방사 

능 농도를 초기 기술지침서에서는 1 CVT 1-131 등가치까지 운전을 허 

용하고 있으나 핵연료손상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방출량과 종사원 피폭 

을 감소시키기 위해 엄격한 제한이 부과되었다. 즉 운전 주기 시작부터 

2개월 이내에 평균 방사능값이 1-131 둥가치 0.06 CVT 이상이거나， 15 

일 이내에 평균 방사능값이 0.08 CVT을 초과하거나， 48시간 이내에 순 

간 방사능값이 1-131 등가치 로 0.5 CVT 또는 불활성 기 체 농도로 40 

cνT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자로정지가 부과되었다. 핵연료재장전 중 

격납용기내에서 연료집합체 낙하사고를 대비하여 격납용기내의 작업자 

안전을 고려하면서 격납용기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환기계통의 

자동제어장치에 의한 가동 및 정지가 가능하고 작업자의 소개가 가능한 

출입문의 위치를 지정하였다. 부하추종운전에 따른 운전변수를 변화하였 

고 부하추종운전에 필요한 조절장치의 운전불능시의 조치와 폐기물 증가 

에 따른 관련 계통의 요건이 추가로 고려되었다. 

2. 국외 TS 개선사례 

가. San Onofre 2&3 

San Onofre 2&3호기의 기술지침서는 정책성명과 표준 기술지침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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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EG-1432를 지침으로 하여 전면 개편되어 93년 12월에 그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95년 8월에 최종 심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심사보고서에 

는 기술지침서 각각의 절에 대해 개선된 사항의 항목별 타당성을 비 기 

술적인 행정사항， 이전되는 사항， 추가되는 사항， 완화되는 사항으로 나 

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개선된 기술지침서는 각 요건틀을 명확하고 이해 

하기 쉽게 기술하고 있어 발전소의 안전운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 

종 정책성명과 NUREG-1432의 지침을 만족하고 있다[24]. 

1) 벼 기술적인 행정사항 

본 사항은 기술지침서를 사용하는 운전원들의 사용 편의를 고려하기 

위해 인간공학을 기술지침서의 형식과 목차에 접목시킨 것으로 이러한 

개선은 기술적인 내용이나 운전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Writer’s 

Guide" 및 NUREG-1432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는 사항들이다. 

2) 이전되는 사항 

최종 정책성명 및 NUREG01432에 따라 기술지침서의 다른 절로 이 

전되 거 나 재구성 되 어 LCS(Licensee Controlled Specifications)로 이 전되 

는 사항들이며 최종 정책성명에서 제시한 4가지 LCO 선정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LCO들은 기술지침서에서 삭제하여 적절한 LCS로 이전이 가 

능하며 이와 함께 관련된 계통설명， 설계제한치， 조치사항， 점검요건， 둥 

은 그 성격에 따라 FSAR의 관련 장， 운전절차서， 보수절차서， 동과 같은 

LCS로 이전될 수 있다. 상기 요건에 의거하여 LCS로 이전되는 항목들 

은 10 CFR 20, 50.54, 50.59동의 요건에 따라 규제된다. 

π
 



3) 추가되는 사항 

NUREG-1432에서 새로 요구하는 사항들 및 사업자가 추가한 항목. 

4) 완화되는 사항 

“Generic Letter" 둥 같이 NRC의 일반적인 조치사항， 기술개발 및 운 

전경험으로부터 파생된 NRC의 견해， 둥에 따라 완화되는 사항. 

나. Vogtle 1&2 

Vofgtle 1&2호기의 기술지침서는 정책성명과 표준 기술지침서인 

r、lUREG-1431 Rev. 1을 지침으로 하여 전면 개편되어 95년 5월에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96년 1월에 심사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고 초안에 

는 기술지침서 각각의 절에 대해 비기술적인 행정사항. 완화되는 사항， 

추가되는 사항， 표준 기술지첨서와 차이가 나는 사항， 이전되는 사항으로 

개선된 사항의 항목별 타당성을 기술하고 있다. 발전소 고유 셜계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된 기술지침서는 각 요건들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 

술하고 있어 발전소의 안전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종 정책성명과 

NUREG-1431의 지 침 을 만족하고 있고 10 CFR 50.36올 준수하고 있다 

[24]. 

1) 버기술적언 행정사항 

본 사항은 기술지침서를 사용하는 운전원들의 사용 편의를 고려하기 

위해 인간공학을 기술지침서의 형식과 목차에 접목시킨 것으로 이러한 

개선은 기술적인 내용이나 운전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Writer’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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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및 NUREG-1431의 지 침 에 따라 작성 되 는 사항들이 다. 

2) 완화되는 사항 

Generic Letter둥과 같이 NRC의 일 반적 인 조치 사항， 기 술개 발 및 운 

전경험으로부터 파생된 NRC의 견해， 등에 따라 완화되는 사항이며 이들 

은 10 CFR 50.59, 개 선 된 기 술지 침 서 5.514, “Bases Control Program", 

둥의 요건에 따라 규제된다. 

3) 추가되는 사항 

사업자가 추가한 항목으로 예를 들면 고장난 부품의 복구요건， 기존 

기술지침서에서는 “OPERABLE"을 요구하지 않는 부품에 LCO를 추가 

한 것 둥이다. 

4) 표준 기술지침서와 차이가 나는 사항 

기존의 규제요건을 만족하는 발전소 고유의 설계 특성과 계통명칭의 

선호도 때문에 표준 기술지침서와 차이가 나는 사항. 

5) 이전되는 사항 

최종 정책성명에서 제시한 4가지 LCO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LCO들을 기술지침서에서 삭제하여 적절한 LCS 즉， FSAR, inservice 

inspection program, technical requirements manual(TRM)으로 이 전 되 는 

사항이며 이와 함께 관련된 계통셜명， 설계 제한치， 조치사항， 점검요건， 

견
 



둥도 함께 이전되고 본 기술지침서 개선에서는 LCO들이 주로 TRM으 

로 이전되고 있다. 

다. Ginna 

Ginna 1호기의 기술지침서는 정책성명과 표준 기술지침서인 

NUREG-1431올 지침으로 하여 전면 개편되어 95년 5월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96년 1월 심사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었고 초안에는 비 기술 

적인 행정사항， 이전되는 사항， 추가되는 사항， 완화되는 사항으로 나누 

어 기술하고 있으며 변경허가 신청에 부록으로 추가되어 있는 다음과 같 

은 5가지 사항에 대한 타당성도 기술하고 있다[24]. 

1) 노섬 운전제한 보고서 

2) 247ß 월 점거주기에 대한 평가 

3) WCAP-10271 STI/ AOT for RPS and ESF AS Instrumentation 

4) 가압기 안전밸브 설정치 허용오차 

5) RCS Coolant Activity (SGTR 해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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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NUREG- l150 위험도 평가대상 원전의 부지특성 자료 

출력 인구밀도 CDF 주민선량 주민선량 

Plant (MWνM (aud/ (내부사건) (50mile O,ooomile 

We) mile 2
) (!RY) 이내) 이내) 

Surry 2500n88 230 4.1E-5 7 30 

Zion 3236/1100 1,360 3.4E-4 55 140 

UCN 3,4 2816/1000 126 8.25E-6 0.45 

τ
 
ω
 



표 4.2 사고 후 24시간 이내 주민 소개율 0%와 

100%일 때의 위험도 분석 

누셜률 2%/일 0.2%/일 

주민소개율(%/24시 간) 0% 100% 0% 100% 

총잠재 적 암치 사(/RY) 2.21E-04 2.11E-04 2.00E-04 1.94E-04 

50마일 이내의 주민선량 
4.61E-01 4.49E-01 4.l5E-01 4.04E-01 

(인 • 렘 /RY) 

10마일 이내의 개별 
1.08E-09 7.32E-1O 1.02E-09 6.75E-1O 

잠재적 암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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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인구밀도 변화에 대한 위험도 비교 분석 

누설률 2%/일 0.2%/일 

인구밀도(인 126 1446 126 1446 

/ mile 2
) (’ 98울진) (‘81고리) (‘98울진) (‘81고리) 

총잠재 적 암치 사(/RY) 2.11E-04 2.61E-03 1.94E-04 2.52E-03 

50mile 이내의 
4.49E-01 5.69 4.04E-01 5.49 

주민선 량(인 • 렘/RY) 

lQmile 이내의 개별 
7.32E-1Q 4.01E-1Q 6.75E-1Q 3.72E-1Q 

잠재적 암위험도 

껴
 
“ 



표 4.4 인구밀도 변화에 대한 위험도 비교 

UCN 3,4 (2% 일 Leak) Surry Zion 

PLANT 126명/ 1446명/ 
(230명/ (1360 1정/ 

??Zzle 2 mile 2 mile 2) mile 2) 

총 잠재적 암치사 
2.11E-4 2.61E-03 5.18E-3 2.44E-2 

(LC) (!RY) 

주민선량 

(PD in 50 미-일) 4.49E-l 5.69 7 55 

(인 
• 
렘!RY) 

개별잠재적 암위험도 

(ILC in 10 7.32E-1O 4.01E-1O 1.74E-9 1.09E-8 

마일 )(!RY) 

주기연장시 위험도 
3.039E-3 1.2잃8E-1O 2.148E-2 1.872E-1 

증가치 (PD) 

주기연장시 위험도 
0.68 0.27 0.069 0.14 

중가율(PD)(%) 

주기연장시 위험도 
3.8604E-12 2.0118E-12 8.364E-13 1. 1952E-11 

증가치 OLC) 
. 

주기연장시 위험도 
0.53 0.5 O.따8 0.11 

증가율(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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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가장 심각한 기상조건 선정시 위험도 비교 

UCN 3,4 (2%일 Leak) 
Suny Zion 

PLANT 0%/일 (1%/일 

기본경우 19번 BIN Le와<:) Leak) 

총 잠재적 암치사 
2.11E-4 9.939E-4 5.18E-3 2.44E-2 

(LC) (!RY) 

주민선량 

(PD in 50 마일) 4.49E-1 2.112 7 55 

(인 • 렘!RY) 
개별잠재적 암위험도 

(ILC in 10 마일 ) 7.32E-1O 3.907E-9 1.74E-9 1.09E-8 

(!RY) 

주기연장시 위험도 
3.039E-3 2.0769E-3 2. 148E-2 1.872-1 

증가치 (PD) 

주기연장시 위험도 
0.68 0.0983 0.069 0.14 

증가율(PD)(%) 

주기연장시 위험도 
3.8604E-12 2.3940E-12 8.364E-13 1.1952E-11 

증가치(ILC) 

주기연장시 위험도 
0.53 0.0613 0.048 0.11 

증가율(!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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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승인 가능한 노심손상빈도 증가와 1 단계 PSA 수행범위 

기준치 선별분석 승인 기준치: 상세분석 승인 기준치: 숭인 불가 기준치: I 
종류 L1 CDF< l.OE-6 l.OE -6 < L1 CDF < l.OE-5 L1 CDF > l.OE-5 

기본 CDF가 
전체 CDF가 

CDF 1.0E-4보다 상당히 

크지 않아야 
1.0E-4보다 작아야 

PSA 기본 PSA외에 
승인불가 

수행 
기 본 PSA(Level 

정지운전， 외부사건 
1-내부， 또는 IPE) 

범위 등의 PSA 

표 4.7 승인 가능한 대량초기누출 빈도 증가와 2 단계 PSA 수행범위 

기준치 선별분석 숭인 기준치: 상세분석 숭인 기준치: 승인 불가 기준치: 

종류 L1 LERF< l.OE-7 l.OE-7< L1 LERF< l.OE-6 L1 LERF > l.OE-6 

기본 LERF가 
전체 LERF가 

LERF 1.0E-5보다 상당히 

크지 않아야 
1.0E-5보다 작아야 

PSA 기본 2 단계 기본 2 단계 PSA외에 
승인불가 

수행 PSA(Level 1-내 부， 정지운전， 외부사건 

범위 또는 IPE) 동의 2 단계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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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의 기준치 

기준치 선별분석 승인 기준치: 상세분석 승인 기준치: 승인 불가 기준치: 

종류 ICCDP < 5.0E-7 5.0E-7< ICCDP<5.0E-6 ICCDP> 5.0E-6 

영향 
기본 분석 외에 

경미한 영향 보충적인 분석이 
정도 

필요한 영향 

PSA 기본 PSA외에 
승인불가 

수행 
기 본 PSA(Level 

정지운전， 외부사건 

범위 
1-내부， 또는 IPE) 

등의 PSA 

표 4.9 허용정지시간 변경에 대한 조건부 대량초기누출확률의 기준치 

기준치「 선별분석 숭인 기준치: 상세분석 숭인 기준치: 숭인 불가 기준치: 

종류 ICLERP < 5.0E-7 5.0E -8 < ICLERP < 5.0E-7 ICLERP > 5.0E-7 

기본 분석 외에 
영향 

경미한 영향 보충적인 분석이 
정도 

필요한 영향 
승인불가 

PSA 기본 2 단계 기본 2 단계 PSA외에 

수행 PSA(Level 1-내 부， 정지운전， 외부사건 

범위 또는 IPE) 둥의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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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일시적 변경에 대한 조건부 노심손상확률 기준치 

기준치 종류 
선별분석 승인 기준치: 위험도 심각 기준치: 

CCDP<5.0E-7 CCDP< 5.0E-7 

PSA 수행범위 
기본 PSA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한 j 

(내부사건 또는 IPE) 정당화 필요 

표 4.11 일시적 변경에 조건부 노심손상확률의 기준치 

기준치 선별분석 숭인 기준치: 
상세분석 승인 기준치: 

위험도 심각 기준치: 
l.OE -6 < CCDP < 5.0E-

종류 CCDP < l.OE-6 CCDP < l.OE-5 
5 

영향 
비 정량적 요소 평가 

정도 
경미한 영향 필요， 위험도 

비용 효과 님석오 , τc"..， 2. 

-•• 관리전략 설정 
통한 정당화 필요 

I 

표 4.12 일시적 변경에 조건부 대량초기누출확률의 기준치 

기준치 선별분석 승인 기준치: 
상세분석 승인 기준치: 

위험도 심각 기준치: 
l.OE -7 < CLERP < l.OE 

종류 CLERP < l.OE-7 CLERP< l.OE-6 
6 

비 정량적 요소 평가 
비용， 효과 분석올 영향 

경미한 영향 필요， 위험도 
통한 정당화 필요 정도 

관리전략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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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Palo Verde NGS 1, 2, 3호기 개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1년 8월 28일， 숭인 92년 10월 27일 

GL 87-09에 의거 LCO 3.0.4에서 운전모드를 변경할 수 

변경내용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정의하고 조치사항을 변경， SR 

4.0.3 및 4.0.4를 개정하고 관련된 항목들을 변경 

CD TS 3.0.4 LCO, Applicability 

(2) TS 4.0.3 SR, Applicability 

@ TS 4.0.4 SR, Applicability 

@ TS 3.3.3.3 Seismic In:;trumentation 

(5) TS 3.3.3.4 Meteorological Instrumentation 

@ TS 3.3.3.7 Loose-Part Detection Instrumentation 

관련 TS 
(f) TS 3.3.3.8 Explosive Gas Monitoring 

Instrumentation 

@ TS 3/4.7.10 Seal Source Contamination 

@ TS 3.8.1.3 EPS , A.c. Source, Cathodic Protection 

@ TS 3/4.9.9 Refueling Operations, 

Containment Purge V N Isolation 

@ TS 3/4.9.12 Refueling Operations, 

Fuel Building Essential Ventilation 

GL 87-09에 의 거 과도하게 규제 되 고 있는 LCO 3.0.4 및 

비고 SR 4.0.3을 개정한 것은 적절하며 SR 4.0.4에서 SR 4.0.3 

과 서로 상충되는 부분올 수정한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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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McGuire Nuclear Station 1 ，2호기 개선 방안 

일자 

변경내용 

관련 TS 

비고 

변경신청 93년 1월 13일， 승인 94년 5월 31일 

GL 88-16에 의 거 Table 2.2-1 및 붕산수의 체 적 과 농도 

제한치를 노심 운전제한보고서 (COLR)로 이전. 

CD Table 2.2-1 Reactor Trip System Instrument 

Trip Setpoint 

(2) TS 3/4.1 .2.5 Reactivity Control Systems, 

Borated Water Source 

@ TS 3/4.1 .2.6 Reactivity Control Systems, 

Borated Water Source 

@ TS 3/4.5.1 ECCS, Accumulators 

(5) TS 3/4.5.5 ECCS, REST 

@ TS 6.9.1.9 Administrative Controls, Core Operating 

Limits Report 

GL 88-16에 의거 기승지침서의 주기 고유변수 제한치를 

사업자 통제하의 절차서인 COLR로 이전하고 NRC가 숭 

인한 방법에 따른 주기 고유변수 제한범위 내에서 발전 

소가 운전되고 있으므로 본 변경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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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Dresden Nuclear Power Station 2，3호기와 

Quad City Nuclear Power Station 1 ，2호기 개선 방안 

일자 l 변경신청 93년 3월 26일， 승인 또년 9월 18일 
기존의 기술지침서를 BWR!4의 표준 기술지침서인 

변경내용 I NUREG-0l23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선 3/4.9절에 대 
해 항목별 개선올 신청함. 

관 련 TS I TS 3/4.9 Electrical Power System 

GL 93-05의 요구사항 및 기존의 안전여유를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상기변경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open item으로 하여 승인을 유보함. 

CD TS 3.9.A.2 Clarification of system design 

(2) TS 3.9.A Action 8, Requirement for reporting 

EDG failure to NRC 

@ TS 4.9.Al.b Testing of circuits 

@ TS 4.9.A.8.b Testing during refueling outages 

비 고 I @ TS 3.9.C Action 1 & 2, Inoperability of one of 

the 250 or 125 volt batteries 

<ID TS 4.9.C.2.c Requirement for measuring 

electroyte temperature 

(J) TS 4.9.C.5 Test method of constant 

current capacity of a battery 

@ TS 4.9.C.6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battery 

degradation & the surveillanc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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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Catawba Nuclear Station 1 ，2호기 개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3년 6월 17일， 승인 95년 9월 18일 

변경내용 
Fuel reconstitution을 위 해 GL 90-92, Supplement 1에 J 

의거 핵연료집합체의 셜계내용을 변경 

관련 TS TS 5.3.1 Design Features, Fuel Assemblies 

핵연료집합체의 설계내용은 GL 90-02, Suppliment 1을 l 

비고 준수하고 있으며 Atomic Energy Act of 1954에 의 거 핵 

연료 농축도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 변경은 타당함. 

- 86 -



표 4.17 Fermi-2 개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3년 7월 29일 승인 95년 3월 31일 

Standby Gas Treatment System(SGTS) , Control Room 

Emergency Filteration System(CREFS)에 각각 설 치 된 

변경내용 charcol 필터의 시험기준을 ANSI N509-1976에 언급된 

RDT-17-1T 대신 ASTM D3803-1989로 변경하고 관련 

점검요건도 변경. 

관련 TS 
CD TS 3/4.6.5 Plant system, SGTS, 

(2) TS 3/4.7.2 Plant system, CREFS 

1989년도 시험기준 사용과 온도 상대습도에 대한 시험 

조건의 명문화는 적절하나 6 inch bed를 근거로 한 

비고 SGTS필터의 시험 허용기준은 RG 1.52, Table 2의 요건 

을 위반하고 있고， CREFS 필터의 시험속도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점검요건 변경올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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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Trojan Nuclear Plant 개 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3년 7월 31 일， 숭인 95년 3월 31일 

증기발생기 “B"에서 발생한 냉각재 누출로 인해 운전정 

변경내용 
지 된 Tr이an발전소는 93년 1월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 

정하여 기존의 기술지침서를 운전정지된 발전소에 적합 

하도록 전면 개정함. 

관련 TS TS 전부 

비고 
운전 정지상태에서 핵연료가 제거된 발전소의 기술지침 

서로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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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변경내용 

관련 TS 

표 4.19 Washington Nuclear 2호기 개선 방안 

변경신청 93년 10월 21 일， 승인 96년 

NRC의 최종정책성명과 GL 91-08에 의거하여 운전제한 

조건(LCO)중의 일부를 사업자통제하의 절차서로 이전 

CD Table 3.4.3.2-2 RCS Interface Valves Leakage 

Pressure Monitors, Action item 3.4.3.2.d, 

and Surveillance requirement 4.4.3.2.3 

(2) Table 3.6.3-1 Primarγ Containment Isolation Valves 

@ TS 3.8.4.1 A.C. Circuits Inside Primary Containment 

@ TS 3.8.4.2 Primary Containment Penetration 

Conductor Overcurrent Protective 

Devices and Table 3.8.4.2.-1 

@ TS 3.8.4.3-3 MOV Thermal Overload Protection and 

Table 3.8.4.3-1 

각 항목별 타당성은 NRC 최종정책성명， GL 91-08, 그리 

고 “ Split Report"를 토대 로 하고 BWR!6 원 전 인 Grand 

Gulf발전소의 SER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GL 91-08 

및 “Split Report"에 의거 5)번째 항목올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이 전은 타당하며 MOV thermal overload 

비 고 I protection에 대 해 “Split Report"에 서 는 기 술지 침 서 에 존 

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BWR Owners' Group의 보고서 

(NEDC-31681) 및 Geand' Gulf의 SER에서는 이전이 가 

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NRC staff들도 이에 대해 

“Split Report"의 개정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상기 LCO들의 이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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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Waterford Steam Electric Station 3호기 개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3년 12월 6일， 승인 95년 12월 19일 

변경내용 
중기발생기 세관 보수를 위해 CE에서 개발한 sleeving방 

법을 사용하고자 관련 기술지침서를 변경 

CD TS 3/4.4.4 Steam Generators 

관련 TS (2) TS 4.4.4.4 Acceptance Criteria 

CID Bases 3/4.4.4 Steam Generators 

버고 
Post weld heat treatment를 사용한 CE방법을 이용하여 

증기발생기 세관을 보수하는 것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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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Davis-Besse Nuclear Power Station 1호기 개선 방안 

일자 l 변경신청 94년 3월 18일， 숭인 94년 7월 22일 
GL 88-16에 의 거 Fig. 2.1 -1 nuclear hot channel factor, 

변 경 내 용 I nuclear 빼alpy rise hot channel factor를 COLR로 이 
전 

CD TS 2.1.2 SL and LSSS , Reactor Core 

(2) Fig 2.1 -2 5 Reactor Core Safety Limit 

@ Table 2.2-1 RPS Instrumentation Trip Setpoints 

@ TS 3/4.2.2 Power Distribution Limits, Nuc1ear Heat 

관련 TS I Flux -Fq 

비고 

(5) TS 3/4.2.3 Power Distibution Limits, 

Nuclear Enthalpy Rise - F n H 

@ TS 6.9.1.7 Administrative Controls, Core Operating 

Limits Report 

GL 88-16에 의거 기술지침서의 주기 고유변수 제한치를 

사업자 통제하의 절차서인 COLR로 이전하고 NRC가 승 

인한 방법에 따른 주기 고유변수 제한 범위 내에서 발전 

소가 운전되고 었으므로 본 변경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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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Byron Station 1 ，2호기 와 Braidwood Station 1 ，2호기 개 선 방안 

일자 | 변경신청 94년 3월 23일， 승인 95년 7월 27일 

변경내용 

관련 TS 

@ 감속재 온도계수 (MTC)의 최대값을 +7 pcm/oF로 변 

경하고 핵연료주기에 따라 변화되는 MTC의 최대값을 

기 술지 침 서 에 서 operating limit report로 이 전 . 

@ 증기발생기 plugging 제한치를 15%까지 올리기 위해 

노심열설계유량 요건을 변경. 

CD Table of Contents; Figure 3.1-0 added. 

(2) TS 3.1.1.3 MTC 

@ Bases 3/4.1.1.3 

@ TS 6.9.1.9; Operating Limit Report 

MTC에 대 한 변 경 은 GL 88-16 "Removal of 

Cycle-Specific Parameter Limits from Technical 

비고 I Specifications"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고 열설계유량 
에 대 한 변 경 은 94년 10월 24일 자 Amendment No. 66에 

서 숭인된 것이라 심사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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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Browns Ferry Nuclear Plant 3호기 개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4년 3월 29일 승인 95년 2월 14일 

변경내용 
480volt 비 상전 원 공급 계 통에 load shedding logic system 

을 추가. 

CD TS 3.9.A.5 Aux. Electrical System, Aux. Electrical 

관련 TS 
Equipment 

(2) TS 4.9.A.3 Aux. Electrical System, Aux. Electrical 

Equipment 

비고 
Load sheJding logic system 추가를 위해 제출된 신청서 

는 lOCFR 50.50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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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lndian Point Nuclear Generation 2호기 개 선 방안 

일자 

변경내용 

변경신청 94년 4월 13일， 승인 95년 5월 19일 

중기발생기 세관 보수시 ， F* 기준 및 sleeving방법이 적 

용될 수 있도록 변경 

<D TS 3.1.F 

관 련 TS I (2) TS 4.13 Stearn Generator Tube 

lnservice Surveillance 

F‘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Amendment No. 180 (95년 3 

월 13일)으로 승인되었으며 sleeving에 대한 기술적인 타 

당성 은 WCAP-13088, Rev.3, "Westinghouse Series 44 

and 51 Stearn Generator Generic Sleeving Report, 

비 고 I Laser Welded Sleeves", 및 WCAP-13583, Rev 

1,"Specific Application of Laser Welded Sleeves for 

lndian Point 2 Steam Generators" oJ] 제시되어 있으며 

10CFR 50,55a,RG 1.121, RG 1.83,10CFR 100의 요건올 

만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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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Byron Station 1，2호기 개선 방안 

일자 | 변경신청 94년 8월 1일 숭인 94년 10월 24일 

Primarily axi외ly oriented outer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ODSCC)로 알려진 세관결함에 대한 

변경사항 | 증기발생기 세관 
plugging기 준으로써 voltage-based repair criteria를 사 

용할 수 있게 관련 사항들을 변경 

CD TS 4.4.5.2 

(2) TS 4.4.5.4; Acceptancc Criteria 

@ TS 4.4.5.5; Reports 
관련 TS 

비고 

@ Bases 3/4.4.5; Steam Generators 

상기 변경은 94년 8월 12일자 Federal Redgister로 발표 

된 draft generic letter, "Voltage-Based Repair Criteria 

for the Repair Westinghouse steam Generator Tubes 

Affected by ODSC" 에 부합하고 있으며 CD mid-cycle 

inspection과 상기 변경안에 따라 증기발생기 모두를 수 

리하고， (2) SSE + LOCA시 나타나는 증기발생기 세관의 

부하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 

을 조건으로 숭인함. 

m 

밍
 



표 4.26 Shearon Harris Nuc1ear Power Plant 1호기 개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4년 10월 24일， 승인 95년 3월 22일 

변경내용 
Turbine ûverspeed Protection올 사업 자 통제 하의 지 침 

서로 이전 

관련 TS TS 3/4.3.4 Turbine Overspeed Protection 

Turbine Overspeed Protection은 최종정책성명에 기술된 

비고 LCO선정기준올 벗어나며 lOCFR 50.59에 따라 규제될 

수 있으므로 상기 변경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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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South Texas Project 1 ，2호기 개 선 방안 

일자 | 변경신청 94년 11월 7일， 숭인 95년 2월 14일 
@ 운전모드 6에서 재장전수 수위가 원자로 압력용기 

flange로부터 23“높이 및 이보다 높을 경우에 작동되는 

standby DG의 개수를 2개에서 1개로 변경. 

변경내용 1 (2) 운전모드 6에서 재장전수 수위가 23“보다 낮올 경우 
및 운전모드5에서 요구되는 standby DG 2개 중 1개에 

공급되 는 전 원을 non-safety altemate AC onsite 

emergency power source로 변 경 . 

관련 TS 

비고 

CD TS 3/4.8.1.2 Electrical Power System(EPS), 

A.C Sources, Shutdown 

(2) TS 3/4.8.1 .3 EPS, A.C. Sources, Shutdown 

@ TS 3/4.8.2.2 EPS, D.C. Sources, Shutdown 

@ TS 3/4.8.3.2 EPS, Onsite Power 

Distribution, Shutdown 

(5) TS 3/4.9.12 Refueling Operations, Fuel Handling 

Building Exhaust Air System 

NUREG-1431과 lOCFR 50.67 “ Shutdown and Low -

Power Operations"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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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Palisades Plant 개 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4년 12월 29일， 승인 95년 5월 19일 

Post accident 조건에서 격납용기 sump의 pH를 조절하 

변경내용 
기 위 해 iodine removal system을 통해 주 입 된 sodium 

hydroxide (NaOH) 대 신 trisodium phosphate(TSP)로 교 

체 

관련 TS 
CD TS 3.19 Iodine Removal System 

(2) TS 4.2 Table 4.2.2, 12 Iodine Removal System 

사업자의 pH계산방법 및 전산코드 결과를 WCAP-10974 

비고 
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lOCFR 100에서 요 

구하는 주요 변수인 iodine제거상수 및 decontamination 

계수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변경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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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CEOG AOT와 STr 확장 

일자 | 변경신청.95년， 승인 

변경내용 

CE owners group은 안전주입탱크， LPSI 계통， 비상디젤발전 

기 에 대 한 보수 관리 (corrective & preventive maint 

enance)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이들의 허용정지시간 (AOT) 

및 점검주기 (STD률 운전경험 및 규제요건에 의건 변경하고 

자 아 래 와 같은 topical report를 제 출. 

CD CEOG, "Joint Applications Report for Safety 

Injection Tank AOT/STI Extension", CE NPSD-994, 

May 1995. 

(2) CEOG "Joint Applications Report for LPSI System 

AOT/STI Extension", CE NPSD-995, May 1995. 

@ CEOG "Joint Applications Report for Emergency 

Diesel generator AOT Extension", CE NPSD-996, 

May 1995. 

CD Ts 3.5.1 ECCS, Safety Injection Tank 

(NUREG-1432) 

관련 TS I (2ì TS 3.5.2 ECCS-Operating (NUREG-1432) 

@ TS 3.8.1 Elecσical Power Systems, AC Sources 

- Operating (NUREG-1432) 

상기 보고서들은 주요 내용은 NUREG-l366에 의거 안전주입 

탱크의 허용정지 시간올 현행 1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고 

lOCFR 50.65 App.A에 의 거 저 압주입 계 통 train에 대 한 허 용 

정지시간올 현재 값(24-72시간)에서 7일로， 비상 디젤발전기의 

비고 | 허용정지시간을 η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여 운전여유를 확대 
하는 것이다. 9월 28일 CEOG에서 추진경위 및 배경에 대한 

셜명회를 NRC에서 개최하였으며 Tech. Spec. Branch의 

section chief~ Mr. Reinhart는 draft SER올 96년 2월 중순에 

작성할 예정임올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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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Byron Station 1 ，2호기와 Braidwood Station 1 ，2호기 개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5년 2월 13일， 승인 95년 11월 9일 

증기 발생 기 세 관 보수에 적 용되 고 있는 voltage-based 

변경내용 repair criteria 최 저 값을 1.0 volt에 서 3.0 volt로 변 경 하 

고 최대값을 삭제 

CD TS 4.4.5.2 Reactor Coolant System 

<z) TS 4.4.5.4 RCS, Acceptance Criteria Bases 3/4.1.1.3 

관련 TS 
@ TS 4.4.5.5 RCS, Reports 

@ TS 3/4.4.8 RCS, Specific Activity 

(5) TS 3/4.4.8 RCS, Pressure!Temperature Limits 

@ Bases 3/4.4.5 Steam Generators 

핵주기말 최대 예상 bobbin 전압， 잠재적인 비보수성， 운 

비고 
전경험을 고려해 볼 때 3.0 전압 보수기준은 타당하며 

상기 변 경 은 RG 1.121 및 GL95-05의 요구사항을 만족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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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Byron Station 1 ，2호기와 Braidwood Station 1 ，2호기 개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5년 9월 14일， 숭인 95년 12월 19일 

변경내용 
핵 연 료 피 복 재 를 alternative zirconium based fuel c1addi 

ng(ZIRLO)로 변 경 

관련 TS TS 5.3.1 Fuel Assemblies 

상기 변 경 은 lOCFR 50.44, lOCFR 50.46, 히 90-02DML I 

비고 
요건을 만족하고 있고 NUREG메1431에서도 ZIRLO를 허 l 

용하고 있으며 승인된 WACP-1261O의 방법올 사용하고 

있으므로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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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변경내용 

관련 TS 

비고 

표 4.32 Dresden Nuc1ear Power Station 2，3호기 와 

Quad City Nuc1ear Power 1 ，2호기 개선 방안 

변경신청 95년 9월 15일 숭인 95년 12월 19일 

기존의 기술지침서를 표준 기술지침서인 NUREG-0123 

(BWR!4)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CD LCO둥과 같은 요건 

의 c1arifying , (2) 중복된 요건의 삭제，@ 기술지침서 항 

목의 재배치 둥올 위해 일부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청. 

CD TS 1.0 Definition 

(2) TS 3/4.10 Instrumentation 

@ TS 5.0 Design Features 

NUREG-0123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항목들에 대해 

적절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기 변경은 전반적 

으로 타당하나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open item 

으로 하여 숭인올 유보함. 

TS 3/4.1O.F, CJ:ane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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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River Bend Station 1호기 개 선 방안 

일자 변경신청 95년 10 24일， 승인 95년 12월 19일 

변경내용 
격납용기 누설률 시험을 신규요건인 lOCFR 50; App. ], 

Option B에 따라 수행하고자 관련 기술지침서를 변경. 

CD TS 3.6.1 .1 Primary Containment 

(2) TS 3.6.1.2 Primary Containment Air Locks 

관련 TS @ TS 3.6.1.3 Primary Containment Isolation 

Valves (PCIV s) 

@) TS 5.5 Programs and Manuals 

비고 
lOCFR 50, App. ], Option B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므 

로 본 변경은 타당합. 

- 103 -



제 5 장 결 론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규제 문건인 기술지침서 

(Technical Specifications: TS)는 발전소가 최 종안전성 분석 보고서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FSAR)에서 분석되고 평가된 범위 내에서 운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기술지침서 

의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결정론적 분석과 공학적 판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원전 운전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결정론적 분석과 공학적 판단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 현 기술지침서의 

요구사항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원전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과다 

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소모하도록 야기시켜 왔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 

원전 사업자의 제한된 자원을 안전성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분 

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해왔다. 

이런 이유로 최근 위험도 정보를 이용하여 현 기술지침서를 보다 합 

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그러나 규제기관에서 제안된 개선안을 검토하기 위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위험도를 반영한 기술지침서의 개선안을 체 

계적이며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 검토지침을 

개발하는데 있다. 

금번 1차 년도에서는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 검토지침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다음 사항들에 초점올 맞추어 수행되었다. 

1) 기술지침서와 관련된 국내 및 국외의 관련요건 및 규정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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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기술지침서 현황 및 기술지침서의 위험도 정보 이용현황 

조사 

3) 기술지침서 변경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여 각각 사업자와 규제기관 

의 입장에서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체제 제시 

4) 국내외의 기술지침서 개선사항 조사 분석 

또한， 부록에서는 TS 위험도 척도 및 PSA에 근거한 정량화 방법과 

허용정지시간과 정기점검주기 평가방법， 정기점검에 의한 역효과를 서술 

하였다. 

각 사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연구 결과를 다음에 기술한다. 

첫째， 국내원전의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운영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실 

제에 있어서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6장인 기술지침서 (Technical 

Specification: TS)가 운영기술지침서 내용을 가름하고 있어 별개 서류로 

중복 제출되고 있다. 운영기술지침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 및 주 

요 내용은 본문의 <표 2.1>에 정리하였다. 기술지침서를 개정 또는 변경 

할 시에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올 통해 규제기관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술지침서의 일부사항은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로서 

가능하다. 

둘째， 국내원전은 대부분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퉁 여러 국가의 유 

형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들 원전의 기술지침서는 도입국의 규제체 

제에 따른 기술지침서나 그에 상웅하는 효력을 갖는 문서들을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도입국마다 상이한 규제체제를 가지고 있어 

그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술지침서의 표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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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술지침서를 통일화， 간소화， 효율화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형 표준 기술지침서 개발이 완료되었다. 

1998년도에 미국 NRC는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과 기술지침서 

개정 둥에 관한 규제 지침을 발표하였다. PSA 결과를 이용하여 원전을 

위험도 또는 안전성의 관점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현재 미 

국 NRC를 선두로 전 세계에서는 위험도 반영 규제 (Risk Infonned 

Regulation: RIR)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국내 규제기관인 안전기술원에서 

도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본 원칙올 발표하였다. 

셋째， 국내외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관련 규제 및 연구현황의 검토 

를 통하여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입장에서의 의사결정과정을 체계화시켰다. 기술지침서 변경올 위해 사업 

자가 수행해야 할 요소들을 제안된 기술지침서 변경의 정의， 공학적분석 

의 수행， 이행 감시프로그램， 문서의 작성 및 제출의 단계적 접근방법으 

로 소개하였다. 규제기관의 측면에서는 변경이 제안된 기술지침의 변경 

이유에 대한 승인여부， 현 규제요건과의 일치여부， 그리고 제안된 변경이 

심층방어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여유도를 공학적으로 평 

가하기 위한 절차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넷째， ABB-CE 형 발전소인 미국의 Arizona 원자력발전소에서는 

NRC로부터 안전주입탱크와 저압안전주업계통의 허용정지시간 완화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CEOG에서는 비상 디젤발전기와 고압안전주업계통 

의 허용정지시간 변경을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제안하였다. 그 외 다른 

미국의 여러 발전소들도 디젤 발전기 둥에 대해 가동 중 정비를 수행하 

고 있다. 국내의 고리 3,4 몇 영광 1，2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과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Engineering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ESFAS)에 대해 PSA 방법올 이용하여 정기 

점검 시험주기 (STI) 및 허용정지시간(AOT)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 

- 107 -



하였으며 규제기관인 안전기술원으로부터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연장을 숭인 받았다. 또한 위험도 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발표한바 있으며 보조급수계통과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 

계통 이용불능도의 차원에서 STI와 AOT를 평가하였다. 최근 원자력연 

구소에서는 위험도 정보를 이용해 국내 원전의 주요 안전계통에 대해 허 

용정지시간을 변경하고 이들 계통의 전출력 운전 중 예방정비의 가능성 

올 파악하기 위해서 예방정비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이밖에 전력 

연구원에서는 위험도정보를 반영하여 국내원전의 격납건물 종합누셜률 

시험주기(Integrated Leakage Rate Test: ILRT)에 관하여 미국 NRC가 

1998년 7월에 발표한 Regulatory Guide 1. 174에 기술된 Acceptance 

Guideline에 따라 공학적 평 가를 수행 중에 있다. 

이상의 1차 년도 연구과정에서， 조사한 여러 관련 자료로부터 요약， 

정리한 내용과 도출한 의사결정체제는 향후 위험도반영 기술지침서 개선 

올 위한 검토지침서를 개발하는데 기반연구로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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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록
 

부
 

TS 위험도 척도 및 PSA에 근거한 정량화 

부록 A에서는， 기술지침서 요구물들(requirements)의 위험도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위험도기반 방법들과 관련해 다 

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 위 험 도 척 도와 분석 수준OeveD 

- 시 간의 존( time-dependent)과 평 균시 간( time-averaged) 분석 

- 불확실성분석과 민감도분석 

A.l 위험도 척도와 분석수준 

기술지침서와 관련한 위험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먼저 수행할 분석 

수준과 사용할 위험도 척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할 위험도 척도는 

다음의 내용올 포함한다. 

- 초기치사율(fatalities)과 잠재치사율의 분포 

- 방사능누출의 빈도(frequency) 

- 노심손상빈도 

- 안전기 능 불이 용율(unavailability) 

A.1.1 위 험 도 척 도(Risk Measures) 

사고빈도와 관련한 위험도 척도는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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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할 때 계산되고， 노심손상빈도와 관련된 안전기능과 계통 불이용 

율(unavailability)을 포함한다. 

사고결과를 분석하는 위험도 척도는 사고결과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계통을 평가할 때 계산되고 이러한 계통은 격납용기압력감압과 격 

납용기보호 그리고 분열생성물조절과 같은 기능을 한다. 사고완화와 관 

련한 위험도 척도는 초기치사율(fatalities)과 잠재치사율 대 빈도 

(frequency) , 방사능누출빈도 대 누출범위， 그리고 사고경위를 완화시키 

는데 관련한 안전기능과 시스텍 불이용율의 누적 분포를 포함한다. 

몇몇 계통은 사고예방과 사고완화 양쪽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사고완화에 관련한 시스템과 사고예방에 관련한 시스템을 지원하 

는 전력시스템과 같은 보조계통(support system)에서의 계통이 있다. 이 

러한 다중기능의 계통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위험도 측정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주어진 계통에 대해 사용할 위험도 척도는 모든 계통 사이의 하드웨 

어 의존과 기능적 의존올 포함해야 한다. 다른 시스템에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으며 단지 사고예방에만 관련한 앞 라인의 계통에서， 기기에 

대해， 그 계통의 불이용율올 평가해야 한다. 만약 기기가 하나의 계통 이 

상에 존재하고 비상노심냉각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기능에 관련하지 않는 

다면， 기 능 불이 용율(function unavailability)을 평 가해 야 한다. 그리 고 

좀더 넓은 하드웨어나 기기 사이의 기능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잠재성이 

있다면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해야 한다. 

A.1.2 분석 수준(Level of Ana1ysis) 

어떤 위험도 척도에 대해， 분석의 수준은 평가되고 있는 위험기여도 

들(contributions)을 정 확하게 정 형 화하기 위 해 매 우 상세 해 야 한다. 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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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기 요구물들을 기술한 기술지침서에 대해， 기기수준의 모텔링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모델령은 기술지침서에 의해 기술된 각 기 

기들과 위험기여도(risk contributions)에 관련한 각 기기들을 특정 지어 

야 한다. 기술지침서가 계통 요구물을 기술했을지라도， 보통 기기수준의 

모델링은 시스템의 위험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A.2 "1 간의 존(time-dependent) 대 평 균시 간(time-averaged) 분석 

본 부록에서， 위험기여도에 대한 식은 점검의 역효과를 분석해야하는 

이유로 평균시간위험도계산법 (time-averaged risk calculations)올 사용하 

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시간의존( time-dependent)분석 또한 유용하다. 

평균시간계산법 (time-averaged risk ca1culations) 사용에서는 기기의 

상세한 시간의존 또는 순간 불이용율은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 

주어진 식에서 평균시간 불이용율과 고장율 값이 이용된다. 이것은 대부 

분의 PSA 평가에서 일반적인 방법이다. 정지상태에 있는 기기 배열 

( configuration)의 위험영향올 평가하기 의해 주어진 식에 대해서도， 일반 

적으로 다른 기기의 평균시간 불이용율이 사용된다. 평균시칸 값올 대신 

해 시간의존고장율과 시간의존불이용율올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시간의 

존 식으로 바꿀 수 있다. 

A.l.l 시간의존 대 평균시간 불이용율 

<그림 A.l>은 기기에 대해 상수 고장율과 시간간격 T를 가지는 점 

검 시 험 (surveillance test) 사이 에 서 한 기 기 의 시 간의 존불이 용율에 대 한 

전형적인 톱니방식 (sawtooth pattem)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점검과 복구(rep려r)시 무시할 수 있는 정지시간{dow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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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정한다. 그리고 점검 끝에서 기기 불이용율은 0이다. 시간의존기기 

불이용율， q(t)는 아래의 식에 의해 증가한다. 

q(t) = 1 - e - Àt 

프 ,1t (,1 t < 0. 1) 

여기서 ， À 는 기기고장율이고 t 는 마지막 점검 이후의 시간이다. 시 

간의존기기불이용율은 시간간격 T까지(즉 o드t드 T) ， 위의 t 에 대한 식 

에 의해서 주어진다. 시간의존불이용율은 효과적인 점검일 경우， 점검 후 

에 O까지 감소하고 모든 고장은 고장율 A 에 의해서 묘사된다. 그리고 

다음 점검간격동안에 반복된다. 

평균시간기기불이용율 q는 모든 점검 간격에서 q(t)를 평균한 것이다. 

q = 운 JoTq(뼈 

= 1-궐 (1- eÀT
) 

A.1.2 시칸의존 적용 

또는 q 윷 ，1 T (,1 T< 0. 1) 

시간의존불이용율의 평가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시간의 

존을 정형화하는 상황(situations)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 이용 가능한 기기가 마지막으로 점검되어 질 때， 이를 계산 

하기 위 한 배 열 위 험 도영 향(configuration risk impacts)의 좀더 상 

세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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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점검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복구(repair) t..}- 정비 

(maintenance)전에 수행할 점검의 영향에 대한 좀더 상세한 평가 

- 점검으로 야기된 기기의 마모(wearout)로 인해 발생한 시간 

의존불이용율의 영향에 대한 평가 

- 계획한 기기 점검의 위험 영향에 대한 좀더 상세한 평가 

이러한 형태의 적용에 대해 시간의존평가의 이점이 잠재적으로 중요 

하게 여겨질 경우 시간의존평가는 평균시간평가를 보충할 수 있다. 

A.3 불확실성과 민감도분석 

데이터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술지침서의 위험도기반(risk-based) 평가 

에서， 불확실성은 표준불확실성분석기술<standard uncertainty analysis 

technique)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민감도분석과 불확실성분석은 위 

험도분석을 기반으로 한 결론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불확실성 계산은， 결론이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도울 것이다. 민감도분석은 정당화시키기 위한 정보나 데이 

터가 거의 없는 가정들에 대한 영향올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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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l 기기에 대한 시간의존불이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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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허용정지시간(Allowed Outage Time) 

로
 
「

님
 
T B는 기 술지 침 서 에 서 가동제 한조건(Limiting Conditions for 

Operation: LCOs)의 일부분인 허용정지시간(Allowed Outage Time, 

AOT)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허용정지시간은 안전계통에서 기기나 트레 

인 (train)이 발전소정지와 같은 행동이 요구되어지기 전에 비 가동 상태 

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다. 허용정지시간은 계획에 의한 정비를 수행하 

거나 고장나거나 약화된 기기를 대체하거나 복구하는데 이용된다. 표준 

기 술지 침 서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 STS)에 서 , 허 용정 지 시 간 

은 다소 폭넓은 의미를 가지는 완성시간(Completion Time, CT)으로 불 

리어지나， 아직 완성시간의 개념은 폭넓게 사용되어지지 않는다. 

허용정지시간은 기기기능의 상실 때문에 야기되는 과도한 위혐의 발 

생 없이 고장난 기기를 복구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위 

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긴 허용정지시간은 상대적으로 발 

생활 위험을 증가시키고 짧은 허용정지시간은 부적절한 복구나 불필요한 

발전소정지를 초래할 수 있다. 

B.l AOT와 관련된 위험도 

일반적으로， 허용정지시간(AOT)동안에 위험도는 기기 기능의 상실 

때문에 증가한다. <그림 B.1>에서 보여진 것처럼 위험도 수준(risk 

leveD의 증가는 허용정지시간(AOT)동안의 위험기여도가 원인이다. 

AOT의 위험기여도는 관심이 되는 특정 위험도 척도에 의존한다. 노심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의 안전계통의 기기에 대해 가장 적절한 위험 

도 측정 은 노심 손상빈도(Core Damage Frequency, CDF)이 고， 사고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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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능의 안전계통의 기기에 대해 가장 적절한 위험 

도 측정은 중대사고영향의 빈도를 측정하거나 관련된 위험도 영향을 측 

정하는 것이다. 

B.1.1 AOT와 관련한 위험기여도의 정의 

기기의 정지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도 증가와 연관된 AOT 위험도에 

는 단일사건(single-event) AOT 위험도와 연간 AOT 위험기여도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단일사건 AOT 위험도는 AOT의 발생과 관련한 위험 

도이고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1년 간의 AOT 빈도를 계산하여 평균 

적인 위험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단일사건 AOT 위험도는 고 

장시 간(downtime)의 발생 이 가정 된 조건부(con버디onaI) 위 험 기 여 도이 다.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1년 동안 고장시간이 발생하는 예상된 숫자가 
평균되어진， 비 조건부 위험기여도이다. 단일사건 AOT 위험도와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다. 단일사건 AOT 위험도는 

고장시간사건(downtime event) 당 위험도이고，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1년 당 위험기여도이다. 예로 노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단일사건 

AOT 위험도는 기기가 정지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노심 손상의 확률 

이고，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1년에 발생하는 고장시간의 평균 때문에 

연간 발생하는 노심 손상의 빈도이다. 

B.1.2 위험기여도의 상호작용 

일반적으로， 다중 AOT들로부터 단일사건 AOT 위험도는， 단일사건 

AOT 위험도가 사건 당 조건부 위험도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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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또한 총 기여도(total contribution)를 주기 위해 축적되지도 않는 

다. 단일사건 AOT 위험도가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할 때는 다중 기기들 

이 같은 사건에 동시에 정지될 때이다. 이 같은 경우는 정지배열 

(downed-configuration), 또는 배열(configuration)이 라고 한다. 배 열 

(configuration)과 관련된 위험기여도는 배열위험도(configuration risk)라 

고 하고 다중 기기 고장시간으로 개별적으로 평가된다. 다중 기기들에 

대한 정비는 잠재적으로 높은 배열위험도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기기 

들의 임계(CriticaD 고장시간올 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중 AOT로부터의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 

다. 그리고 고려되고 있는 모든 AOT로부터 총 연간 기여를 주기 위해 

축적된다. AOT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정지된 기기가 같은 최 

소단절집합에 있지 않을 경우 여러 AOT로부터의 연간 AOT 위험기여 

도는 각각의 연간 AOT 위험기여도의 합이다. AOT가 서로 영향을 줄 

때， 즉 두 개나 그이상의 정지된 기기가 같은 최소단절집합에 있을 경우， 

AOT 위험기여도의 상호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B.1.3 PSA를 사용한 연간 AOT 위험기여도 

PSA가 연간 위험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PSA는 연간 평균 AOT위험 

기여도를 계산한다. 그러나 기술지침서의 관점에서 AOT는 주어진 고장 

시간 사건이 발생할 때 활성화된다. 따라서 기술지침서에서 AOT는 기 

기가 정지한다는 가정의 조건부 요구이다. 그러므로 단일사건 AOT 위 

험도인 조건부 위험기여도는 평가되어야 한다. 표준 PSA 코드를 사용한 

단일사건 AOT 위험도를 얻기 위해서 PSA를 분석할 수 있다. 

B.1.4 단일사건 AOT 위험도의 기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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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자(basic factor)들로부터 단일사건 AOT 위험도( r ) 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위험도수치증가( L::,. R )와 고장시간( d )이 필요하다. 

r = L::,. R. d 

기본인자뿐만 아니라 단일사건 AOT 위험도와 연간 AOT 위험기여도 

는 표준 PSA 코드를 사용하는 PSA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B.1.5 연간 AOT 위험기여도의 기본 식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단일사건 AOT 위험도와 AOT의 발생빈도 

에 의한 것이다. 

Ry = f. r 

r = L::,. R . d 

Ry = f. L::,. R . d 

r = 단일사건 AOT 위험도 

f = 연간 평균 AOT의 발생빈도 또는 연간 평균 고장시간 
(downtime) 빈도 

Ry = 연간 AOT 위험기여도 

여기서 L::，. R은 AOT와 관련한 위험도 수준의 중가분 이고 d는 AOT 

와 관련한 고장시간이다. 따라서 연간 평균 AOT 위험기여도는 연간 평 

균 고장시간빈도(f)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단일사건 AOT 위험도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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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만약 연간평균빈도({)가 1보다 크다면 연간 평균 AOT 위험기여도의 

수치는 단일사건 AOT 위험기여도보다 크다. 만약 f가 1보다 작다면 연 

간 평균 AOT 위험기여도의 수치는 단일사건 AOT 위험기여도보다 작 

다. 

B.1.6 AOT를 결정하기위한 PSA의 사용 

PSA는 단일사건 AOT 위험도와 연간 AOT 위험기여도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한 인자인 위험도수준증가( 6. R)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Rl을 기기가 정지되거나 이용할 수 없올 때에 증가된 위험도수준 

이라고 하고，Ro를 기기가 작동하거나 이용할 수 있올 때에 감소된 위험 

도수준이라고 하자. 그러면 

6. R = R1-R。

위의 표현올 사용하여， 단일사건 AOT 위험도와 연간 AOT 위험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 단일사건AOT위험도 

= (R1-Ro) 0 d 

Ry = 연간AOT위험 기여도 

= fo r 

= f 0 (R1 - Ro)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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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은 PSA에서 true state에 대한 기기정지사건(down event)을 정 

(setting)하는 것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유사하게，&는 PSA에서 false 

state에 대한 기기정지사건을 정 (setting)하는 것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PSA에서 기기정지사건은 기기의 복구나 정비에 대한 정지를 묘사하는 

사건이다. 만약 기기정지사건이 최소단절집합(minimal cutset)에 포함된 

다면， 이들 최소단절집합은 Rl과 Ro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만약 기기정지사건이 최소단절집합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최소단절집 

합의 적용범위 (coverage)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최소단절집합올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 Rl은 true state에 대한 PSA 모댈에서 기기정지 사 

건을 정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공통원인고장(common-cause failure)에 대한 기여도는 증가된 위험도 

수준(Rl)을 계산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장에 의해 기기가 정 

지한다면， 기기를 포함하는 공통원인기여도(common-cause contribution) 

는 기기가 정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장으로 인한 기기 정지상태의 확 

률에 의 해 서 나누어 져 야 한다. 만약 기 기 가 정 비 (maintenance) 때 문에 

정지한다면， 기기를 포함한 공통원인고장기여 (common-cause failure 

contribution)는 기기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기기의 고장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한다. 

기기가 정지상태에 있는 동안 다른 기기가 재배열(reconfigure)된다면， 

재배열된 기기는 PSA를 사용하는 Rl과 6. R를 계산하는 것에 의해 구 

체화 될 수 있다. 만약 다른 기기가 복구 전에 점검되거나 또는 정지된 

기기에 대한 정비가 수행되어 진다면， 이 점검에 대한 거동과 그 결과를 

정형화 시킬 수 있다. 기기가 AOT동안에 정지상태에 있을 때 다른 기 

기가 좀더 빈번하게 점검되어 진다면 증가된 빈도의 점검 또한 구체화 

될 수 있다. 이들 정형화한 세부항목은 때때로 그것들의 작은 기여 때문 

에 PSA에서 무시된다. 그러나 AOT 위험기여도를 분리할 때 그리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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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AOT를 정당화할 때에 이들 세부항목은 중요하다. 

B.1.7 PSA 최소단철집합으로부터의 AOT 위험기여도 

PSA는 연간 노심손상빈도(CDF)에 대한 연간 AOT 위험기여도를 평 

가한다. 근본적으로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기기가 정지된 불이용율 

(unavailability, Qm)를 포함하는 최소단절집합 기여도Ccontribution)의 합 

계이다. 

qm = f. d 

여기서 f는 고장시간빈도이고 d는 AOT와 관련한 고장시간이다. 보통 

고장시간(d)는 AOT와 관련한 평균고장시간으로 평가된다. 만약 최소단 

절집합이 정지된 불이용율(Qm)올 포함한다면， 연간 AOT 위험기여도(Ry ) 

를 평가하기 위해 합해질 수 있다. 

연간 AOT 위험기여도로부터 단일사건 AOT 위험도를 얻기 위해 단 

일사건 AOT 위험도(r)와 연간 AOT 위험기여도(Ry) 사이의 관계를 사 

용할 수 있다. 

R y = f' r 또는 r= 
P 
~ 

f 

단일사건 AOT 위험도(r)를 얻기 위해， 연간 AOT 위험기여도(Ry)는 

PSA에서 사용된 고장시간빈도(f)에 의해 나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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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8 AOT와 관련한 고장시간 정의 

단일사건 AOT 위험도 또는 연간 AOT 위험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에 

서， AOT와 관련한 고장시간(d)이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대 안으로， 고장시 간을 최 대 허 용고장시 ZHmaximum downtime allowed)으 

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예전의 평가에 기초하여 평균고장시간으로도 정의 

할 수 었다. 발생할 수 있는 AOT 위험도의 범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고장시간은 포괄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된다. 만약 이 두 

개의 고장시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AOT의 작은 분율(fraction) 이 

사용될 것이라는 가정은 실험에 의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당화되어야 한 

다. 

AOT 위 험 기 여 도가 제 안되 어 진 확장 AOT(extended AOT)에 대 한 

명가 시， 보통 과거 데이터는 평가한 평균고장시간에 대해 이용할 수 없 

다. 보수적으로 평균고장시간은， 조정한(또는 예정되지 않은) 정비와 관 

련한 고장시간에 대해 제안된 AOT의 증가를 가지고 벼례적인 증가가 

추정될 수 있다. 예방(또는 계획된) 정비에 대해， 추정된 고장시간은 발 

전소에 대해서 묘사(예를 들면， AOT의 1/2)할 수 있다. 

B.2 AOT 위험도 평가의 도출 

B.2.1 AOT 명 가절차 

계통적인 평가는 현재의 AOT나 제안된 AOT와 관련한 위험도에 대 

해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의 단계들은 그 같은 절차를 제시한다. 

AOT위험도계통평가(systematic AOT risk evaluation)에 관련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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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기여도에 대해 평가될 AOT를 구별한다. 

2. 평가될 제안된 AOT에 대해， 각각에 대한 단일사건 AOT 위험도나 

연간AOT위험기여도를 결정한다. 

3. 만약 여러개의 AOT가 평가된다면， 모든 제안된 AOT로부터 전체 

적인 연간AOT위험기여도를 결정한다. 

4. 만약 이미 수행되지 않았다면， 제안된 AOT를 가지고 PSA를 재 

평가한 AOT위험기여도를 확인한다. 

5. AOT 위험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민감도 

분석이나 불확실성분석을 수행한다. 

6. 만약 AOT가 주어진 위험도기준올 만족시키기 위해 정의된다면， 

기준이 적합한지를 증명한다. 

7. 위험도와 민감도결과 그리고 불확실성결과에 관련해서， AOT위험 

도평가를 문서화한다. 

단계 1. 위험기여도에 대해 평가될 AOT의 구별 

첫 단계는 위험기여도가 평가될 AOτ를 구별한다. 

단째 2. 만약 제안된 AOT가 위험도에 대해 평가된다면 단일사건 AOT 

위험도와 연간 AOT 위험기여도를 결정한다. 

포괄적인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단일사건 AOT 위험도와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모든 평가된 AOT에 대해 결정되어야 한다. r올 단일사건 

AOT 위험도라 하고， Ry를 연간 AOT 위험기여도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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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t::,. R.d 

Ry = f. t::,. R. d 

여기서 ， t::，. R은 위험도수준에서의 증가이고 d는 AOT와 관련한 고장시 

간이다. 그리고， f는 고장시간빈도(downtime frequence)이다. 고장시간(d) 

은 AOT의 평균고장시간(d)과 최대허용고장시간(dmax ) 이 있는데 이 두 

값은 포괄적인 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단계 3. 만약 여러개의 AOT가 평가된다면， 모든 AOT로부터 전체적인 

연간 AOT 위험기여도를 결정한다. 

여러개의 AOT로부터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총 위험기여도를 위해 

축적된다. 단일사건 AOT 위험도는 다른 주어진 사건들에 의존하는 조 

건부이기 때문에 축적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여러개의 AOT가 제안 

되거나 평가된다면， 총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AOT가 다른 최소단절집합에 있다면 AOT사이에는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다. 그리고 각각의 연간 AOT 위험기여도는 더하여진다. 만약 두 개나 

그 이상의 AOT 기기에 같은 최소단절집합이 나타나면(즉， 두 개나 그이 

상의 기기의 정지된 불이용율이 같은 최소단절집합에 있는 경우)， 연간 

AOT 위험기여도사이의 상호작용은 평가되어야 한다. 연간 AOT 위험기 

여도사이의 상호작용은 PSA에서 관련된 기기에 대해 정비 고장시간 불 

이용율을 대신할 고장시간의 빈도와 상웅하는 고장시간올 대체하는 것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고 재계산한 결과를 대체하는 것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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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만약 이미 수행되지 않았다면 제안된 AOT를 가지고 PSA를 

재평가한 AOT 위험기여도를 확인한다. 

단계 5. AOT 위험도와 연관된 불확실성을 서술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 

이나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한다. 

AOT 기여도에 분명하게 영향올 주는 다음의 불확실성평가와 민감도 

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평균고장시간 대 최대 AO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AOT 위험도 

기여도의 영향 

2. AOT 위험도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평균 고장시간의 평가에서 데이 

터 부족과 가정 (assumptions)의 영 향 

3. AOT 위험도에 대한 기기의 재배열 그리고 부가적인 점검 또는 

검사의 영향 

4. AOT 위험도에 대한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5. AOT 위험도로의 인간실수 기여도와 복구 가능성의 효과 

6. AOT 위험기여도에 대한 일반적인 PSA 불확정성의 효과 

단계 6. AOT가 주어진 위험도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의되어진 

다면，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 

제안되고 있는 AOT와 AOT 위험기여도를 계산하는 대신에， AOT를 

위험도 기준올 만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결 

정되는 AOT는 단일 사건 위험도(r)와 허용 가능한 rc와 Rc의 값과 

같거나 작은， 연간 고장시간 위험기여도와 단일사건 위험도를 정함으로 

써 얻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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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r c 

Ry 드 Rc 

r 과 R에 대한 기본적인 기여인자 표현들을 대체한 것이 주어져 있다. 

I:t:..!:::. 
-‘- '--

l:. R'd 드 rc 

f. l:. R.d 드 Rc 

d 드 ( rc/ l:. R ) 

d 드 ( R c / l:. R • f ) 

d 드 min [」L -표c .(] 
l:. R ’ l:. R-j 

여기서 “min”은 독립변수의 최소값을 결정한다. 

몇몇 AOT 값들에 대해 위의 기준을 이행할 때， 부가적인 사항이 필 

요하다. 연간 AOT 위험기여도가 축적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AOT를 계 

산한다면 Rc는 다중 AOT 기여도에 대해 계산해야 한다.(예를 들면， 각 

AOT 기여도에 대해 ， Rjn은 n이 AOTs의 수로 결정되어질 때 사용될 

수 있다.) 

단계 7. 계산을 문서화하고 결과들의 요약 표를 준비 

앞 단계에서 수행되어진 AOT 위험도 계산들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한다. 그 계산들은 심사되어질 수 있도록 한 가지 형식으로 표현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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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그리고 사용된 자료들과 가정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어야 한 

다. 그 결과들과 관련된 계산들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AOT에 대해， 단일사건 AOT위험도와 연간 AOT 위험기여도 

2. 계산된 모든 AOT로부터 총 연간 AOT 위험기여도， 

3. 고장시간 때의 총 AOT를 사용한 연간 AOT 위험기여도와 단일 

사건 위험도 

4. 평균 고장시간올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와 그 근거를 기술 

5. 연간 AOT 위험기여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장시간 빈도를 위해 

사용된 값들에 대한 근거를 논의. 

6. AOT 수정이 가동중 예방정비를 요구한다면， 사용될 예방정비계획 

을 고려한 예방정비 위험기여도 

7. AOT 위험기여도와 연관된 불확실성의 평가가 형식적인 불확실 

성 보급올 포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PSA결과들과 AOT 위험 

도에 포함된 그 인자들을 고려하는 것에 기반을 둘 수 있다. 

8. AOT 위험도로 야기될 수 있는 공통원인고장， 인간의 실수，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기인하여 AOT 위험도와 관련한 민감도의 토의. 

B.2.2 AOT 해석애 대한 펼요한 자료 

- 기기 보수시간의 분포: 

이것은 적절한 AOT가 보수를 완료하기 위해 제공되어지고 있는지 

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 이 분포는 또한 주어진 AOT에 

대해 예상되는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보수 

시간의 기여도는 AOT가 변화할 때 바뀌어 진다. 

- 고장시간의 빈도: 

기기에 대한 고장시간의 빈도는 고장 빈도보다 3에서 10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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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빈도를 가진다. AOTs가 보수에 대해 사용될 수 있기 때 

문에， 보수의 빈도는 고장시간 빈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통합되어져 

야 한다. 

- 예방정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계획 

- PM에서의 기기들에 대한 복구 확률 

B.3 위험도 감소 전략 

B.3.1 AOT 위 험 도 증가의 갑소 

단일사건 위험도와 연간 AOT 위험기여도와 연관된 위험기여도를 감 

소시키기 위해， 위험도 수준에서의 증가가 감소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앞의 방법론에서， 단일사건 위험도(r)와 연간 

위험기여도( R y)는 고장난 기기에 의해 기인한 위험도 수준( 6R)에서의 

중가에 비례한다. 단일사건 AOT 위험도( r)와 연간 AOT 위험기여도 

( R)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 = 6R e d 

R = f e 6R e d 

= fed e ( R 1 - Ro) 

이 위험도들은 Rl이 감소되면， 주어진 제안된 고장시간 d에 대해 감 

소되어 질 수 있다. 좀더 긴 고장시간이 제안된다면 Rl이 감소되면 

AOT 위험기여도도 감소된다. 그로 인해 고장난 기기의 위험도 영향올 

줄일 수 있다. 

증가된 위험도 수준( R 1 )올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소단절집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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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다른 기기들의 불이용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 

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들 중 하나는 기기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이 효과적으로， PSA에서 확인된 고장 모드를 평가한다면 점검과 관 

련한 고장시간을 무시할 만 하다. 심지어 부분적인 점검을 시행할지라도 

불이용율은 감소되고， 시험한 기기를 포함하는 최소단절집합의 기여도는 

감소한다. 

점검이 수행되어진 후에， 점검한 기기의 불이용율은 공식 1 - exp(

Àt) 프 Àt에 의해 시간과 같이 증가한다. À은 기기의 고장율이고 t는 점 

검시간이다. 이 영향은 일반적으로 작으며， AOT 고장시간이 작다면 무 

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주일보다 작을 경우. 불비이용률의 고장시간 

(d)동안에 점 겸 한 기 기 의 평 균 불이 용율 (1/2) Àd를 계 산함으로써 검 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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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l AOT와 관련된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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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록
 

부
 

정기점검 주기 (STI) 

부록 C에서는 정기점검 주기 (Surveillance Test Interval: STn의 위험 

기여도를 고려한 STI의 계산을 서술하였다. 점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 

효과와 위험기여도는 부록 D에 서술하였다. 중요기기에 대한 점검의 역 

효과는 STI를 확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록 D에서 그 

방법들이 고려되어질 것이다. 부록 C에서는 점검과 무시할 수 있는 점검 

의 역효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한 STI 위험기여도에 기초를 

두고， STI가 어떻게 계통적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는지 정리하였다. 

C.l STI와 관련된 위험기여도 

STI 위험기여도의 값은 STI안에서 고장이 나는 기기의 확률에 의존 

한다. 최근의 점검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기가 고장날 확률은 증 

가한다<그림 C.1>. 따라서 이 위험기여도는 최근 점검으로부터의 시간 

에 의존하여 증가한다. 점검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결점을 발견하거나， 고 

장올 교정할 수 있다면 기기가 고장날 확률은 점차적으로 0으로 떨어진 

다. 점검을 통해서 점검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은 고장과 관련된 위험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이 STI위험기여도를 Test-Limited Risk 

라고 한다. 또는 점검사이에 발생하는 고장들올 발견해서 위험도를 측정 

함으로 test-detected risk 라고도 불린다. 

C.1.1 기기 불이용율에 대한 기본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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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기불이용율은 다음의 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q = 

‘,
v 

-
서
 -

얘
 一

e 
-

” 
-T 

-T 
-

/
l‘
、-

T 

-

r
|

샤
-

= 1 - ~1'7' (1- e -ÀT) 
ÀT 

T = 기기에 대한 정기점검주기 

À = 단위시간 당 시간에 의존한 기기고장율 

ÀT가 1보다 아주 작다면， q에 대한 위의 공식은 다음 공식에 의해 

대략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q 프융ÀT 

C.l.2 점검기기에 대한 Test-Limited Risk 기본식 

Test-Limited Risk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R D = q ò. R 

=윷ÀT*(R1-R o ) 

R D = 점검에 의해 검출되어진 STI위험기여도 

= test-limited위 험 기 여 도 

ò. R = 기기정지와 관련된 위험도수치 증가 = R 1-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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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 =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계산되어진 노심 

손상빈도 

Ro 기기가 작동한다고 가정하고 계산되어진 노심손상빈도 

서로작용하지 않는 기기가 점검될 때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Test-Limited Risk가 결 정 된 다. 

R D = 효。 q i !:o. R; 

= 쫓l융 À;T !:o. R; 

!:o. R j = 번째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위험도수치의 증가 

q ‘ = 점검 사이에서 존재하는 고장과 관련된 i번째 기기에 대한 

평균적인 불이용율 

R D = 점 검 에 의 해 검 출된 Test-Limited Risk 

n = 점겸한 기기의 수를 표현한다. 

C.L3 Test-Limited Risks 명가에서의 불확실성 고려 

Test-Limited Risk를 명가하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기기의 불이 

용율， 위험도 증가 !:o. R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올 포함한다. 불 

이용율， q를 포함하는 최소단절집합과 연관된 PSA 불확실성은 STI 위 

험도 평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이끌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C.L4 Test-Limited Risks 계산을 위한 최소단철집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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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나 기기들의 조합에 대한 Test-Limited Risk는 하나 이상의 STr 

기여도를 포함하는 최소단절집합을 확인하는 것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적합한 최소단절집합의 합계는 Test-Limited Risk와 같다. STr 변화에 

대한 Test-Limited Risk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은， STr 변화가 있을 때 

와 없을 때의 최소단절집합 기여도 차이가 바로 Test-Limited Risk들 

사이의 차이일 것이다. 최소단절집합의 사용이 비록 같은 결과를 주기는 

하지만， Test-Limited Risk에 대한 앞에 언급된 기본적인 공식은 유용하 

다. 그것들은 STr 위험도에 대한 기본적인 기여도 인자를 보여준다. 

C.l.5 시칸-의존과 demand-의존 기여도로 기기 고장율 분할 

Test-Limited Risk는 점검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장과 관련이 있다. 고 

장율은 Test-Limited Risk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시간-의존 고장율은 

시간당 단위로 표현된다. 고장 확률을 시간-의존과 주기적인 요구-의존 

기여도로 분할하는 것은 기기의 고장확률을 시간-의존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더 낮은 Test-Limited Risk로 계산된다. 

시간-의존 그리고 주기적인 요구-의존 기여도 사이의 분석이 알려지 

지 않았을 때， 모든 고장은 최대 Test-Limited Risk 기여도를 획득하기 

위해 시간-의존이라고 가정되어질 수 있다. 

C.1.6 Test-Limited Risk 계산 시 점 검 계 획 명 가 

점검한 두 개 이상의 기기는 같은 기기에서 다른 트레인에 있다. 점 

겸한 기기가 같은 최소단절집합에 있다면 전체 Test-Limited Risk는 점 

검계획에 의해 영향올 받게 된다. Test-Limited Risk의 기본적인 PSA 

정량화는 적절한 기기의 점검 시간이， 뚜렷한 계획을 따르지 않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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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로 놓여있다고 가정한다. 역으로 점검이 순서적으로 수행되어진다 

면 Test-Limited Risk는 독립적인 PSA 가정과 비교해 증가할 것이다. 

또， 인간 실수 공통원인은 점검의 다른 상대적인 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 

을 수도 있다. 그 term은 계획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할 필요 

가 있다. 

Test-Limited Risk가 같은 최소단절집합에서 나타나는 두 개 이상의 

기기들에 대해 계산되어질 때 PSA가 Test-Limited Risk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면， 점검이 순서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해 검사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 공식들은 네 개의 기기들의 조합에 대한 기기 불이용율에 대해 

다음에서 주어진다. 

C.1.7 점검 계획을 계산하는 기기 불이용율 공식 

A와 T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PSA에서 사용되는 first-order 

exponential approximation과 함께， 같은 최소단절집합에서 유사한 기기 

들의 조합에 대한 불이용율 기여도에 대한 공식들이 아래에 주어져있다. 

À = 기기의 시간-의존 고장율， 

T = 시간 간격 

2-기기 불이용율 기여도 Q2 

Q2 = 웅 À 2 T 2 

Q2 = 놓 À
2 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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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옳 À
2 T 2 

3-기기 불이용융 기여도 Q3 

Q3 = 웅 À
3 T 3 

Q3 = 움 À 3 T 3 

Q3 =-L A3 T3 
J 12 

4-기기 불이용율 기여도 Q4 

Q 4 = }" À 
4 T 4 

4 16 

Q4 = 웅 À 
4 T 4 

Q4 =-;쩔L ,1 4 T 4 
7680 

C.2 STI 위험도 평가 

Staggered Testing 

독립적인 Tests 

순차적 인 Testing 

Staggered Testing 

독립적인 Tests 

순차적 인 Testing 

Staggered Testing 

C.2.1 계통적인 STI 평가에 포함되는 단계 

존재하거나 제안된 STI와 관련된 위험도를 평가할 때， 계통적인 과정 

이 수행되어야 한다. 계통적인 과정으로 표현된 단계들이 다음에 칸략하 

게 묘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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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적인 STI 위험도 평가 단계 

l. 평가할 STI 확인 

2. STI와 연관된 위험기여도 결정 

3. 주어진 criteria를 만족하는 위험도-기초한 STI 결정 

4. 위험도-기초한 STI를 대체함으로 STI 평가 검사， 관련된 위험도 

계산 

5. 민감도와 불확실성 평가， STI 평가와 관련된 불확실성 수행 

6. 평가를 문서화， 결과의 요약 표 준비 

단계 1. 평가할 STI 확인 

어떠한 결정론적인 기준에 기초를 둔 특정한 STI들이 선택될 수 있다. 

그 점검들은 세부적이고 정량적인 위험도 해석이 당연히 고려되어진다. 

단계 2. STI와 연관된 위혐기여도 결정 

최소단절집합 기여도가 Test-Limited Risk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적으 

로 사용된다면 최소단절집합은 하나 이상의 점겸한 기기의 불이용율， q 

를 포함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최소단절집합 기여도의 합계는 STI위험 

기여도 또는 Test-Limited Risk, R D이다. 또한 그것은 STI 위험도에 대 

한 기여도 인자를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연속적인 점검사이에 발생하는 

고장과 연관된 Test-Limited Risk가 여기에 주어져 있다. 

R D = q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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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기 불이용율 

ðR =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연관된 위험도 증가 

기기 불이용율， q는 공식에 의해 주어져 있다. 

q = 1- 11'7' (1- e -AT) 
AT 

프 융π for ÀT<< 1 

À = 시간-의존 기기 고장율(단위 시간당) 

T = 점검 간격 

최소단절집합 기여도가 주어진 기기에 대해 R D를 구하기 위해 합계되 

어진다면 ðR은 단지 점검된 불이용율， q에 의해 분할되어진 R D이다. 

일반적으로 기기의 고장율은 잠재적이기 때문에 재배열과 수정되어진 시 

험은 기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평가할 때 합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기기 고장과 연관된 공통-원인 고장 기여도는 합해야 한다. 

고장들의 특정한 분율이 A를 평가하는데， 시간-의존으로 가정된다면 

이 가정에 대한 기초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분율(fraction)올 변경하는 

것의 효과에 대해 민감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단계 3.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는 위험도에 기초한 STI 결정 

위험도에 기초한 STI는 주어진 값 내에서 위험도로의 개별적인 STI 

기여도를 조절함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다. Test-Limited Risk들의 합계 

는 또한 허락되어진 값 내에서 조절되어질 수 있다. 비록 이 조절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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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위험도를 기초한 STr로부터 위험기여도가 검사되어졌을 때， 단계 4에 

서 수행되어질 수 있다. 개별적인 Test-Limited Risk들을 조절하기 위해 

선태되어진 위험도-기초한 점검 기간들에 대해， 그 기간 T는 일정한 값 

보다 작게 선택되어 질 수 있다. R D 드 S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서 S는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이다. R D에 대한 공식이 인정된 위 

험도에 기초한 STr를 결정하기 위해 대체되어질 수 있다. 민감도 연구는 

R D를 계산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 위험도에 기초한 STI로의 효 

과들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 질 수 있다. 

단계 4. 위험도얘 기초한 STI를 대체함으로 STI 명가 검사， 관련된 

위험도 계산 

위험도에 기초한 STI로부터의 누적되는 위험기여도와 Test-Limited 

Risk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합쳐진 위험도에 기초한 STI와 함께 PSA 결 

과를 계산함에 의해 검사되어질 수 있다. STI사이의 상호작용은 두 개 

이상의 위험도에 기초한 STI 기여도가 같은 최소단절집합에서 발생했을 

경우 일어나게 된다. 

단계 5. 민감도와 불확실성 명가， STI 명가와 관련된 불확실성 수행 

PSA 불확실성 때문에， 계산된 Test-Limited Risk에서 불확실성이 존 

재할 것이다. 기기 불이용율 q와 òR에서의 불확실성은 PSA로부터 결정 

되어지거나， 민감도 연구가 착수될 수 있다. 불확실성 또는 민감도 평가 

결과는 보고서를 필요로 한다. 

단계 6. 평가를 문서화， 결과를 요약한 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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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위험도 평가는 사용된 특정한 자료와 수행된 계산과 함께 모두 

문서화되어야 한다. 각 단계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명확하게 확인되어져 

야 하고， 그 결과들은 표로 요약되어야 한다. 

C.2.2 STI 평가애 대해 필요한 자료 

STI 평가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아래에 요약되어있다. 

- 기기의 목록 점검 

- 점검 효율 

- 점검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 정기 점검에서 기기에 대해 발견된 고장들은 고장 메커니즘이 주기 

적인 요구-의존인지 대기 시간-의존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범주 안에서 고장 자료를 분할 할 때 

세부적인 정보나 공학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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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1 EFW<Emergency Feedwater} 기 기 에 대 해 STICDF 기 여 도 

점검한 
점검한 

STI CDF 

주요한 기기 
점검 유형 부가적인 점검 빈도 

기여도 
기기 

pump 7A Flow CS19 Monthly 2.9E-5 

CS98 

CS99 

CV2802 

CVY-3 

CVY-4 

CVY-l 

CVY-2 

CV2626 Stroke None Quarterly 1.6E-5 

CV2620 Stroke None Quarterly 1.2E-5 

CVY-l Stroke None Quarterly 1.2E-5 

Pump 7B Flow CS19 Monthly 9.6E-6 

CS98 

CS99 

CV2800 

CVX-2 Stroke None Quarterly 7.8E-6 

CVX-l Stroke None Quarterly 6.2E-6 

CVY-2 Stroke None Quarterly 2.0E-6 

CV2670 Stroke None Quarterly 1.7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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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2 HPICHigh Pressure Injection) 기 기 에 대 한 STI CDF 

기여도0/2) 

점검한 점검한 점검 STI CDF 
점검 유형 

주요한 기기 부가적인 기기 빈도 기여도 

pump 36C Flow BW1X Annual 6.8E-5 

SW CV 3810 Stroke CV1408B 

BW2X 

MU18C 

SW CV38lO 

SW CV18C 

Pump 36C Flow BW1X Monthly 4.4E-5 

CV1408B 

BW2 

MU18C 

SW CV3810 Stroke SW CV18C Annual 2.4E-5 

Pump 36A Flow BW1X Annual 1.4E-5 

SW CV3808 Stroke CV1407A 

BW3X 

MU18A 

SW CV3808 

SW CV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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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2 HPI(High Pressure Injection) 기 기 에 대 한 STICDF 

기여도(2/2) 

점검한 점검한 점검 STI CDF 

주요한 기기 
점검 유형 

부가적언 기기 빈도 기여도 

Pump 36A Flow BW1X Monthly 1.4E-5 

CV1407A 

BW3X 

MU18A 

Pump 36B Flow BW1X Annual 1.4E-5 

SW CV3809 Stroke CV1407A 

BW3X 

MU16 

MU17 

MU18B 

SW CV389 

SW CV18B 

Pump 36B Flow BW1X Monthly 1.4E-5 

CV1407A 

BW3X 

MU16 

MU17 

MU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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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접검이후의 

시간의 증가에 따른 

고장 확률 증가 

시간 -þ-

그림 C.1 점검 사이의 기기 고장 가능성과 연관된 STI 위험기여도 

점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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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록
 

부
 

정기 점검에 의한 역효과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기 점검 기간(STIs)을 확장함으로서 점검의 역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적은 점검이 수행되기 때문에 역 

효과는 감소된다. STI를 확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로움과 관련이 있 

다. 

- 점검에 의해 일어나는 발전소 과도상태가 덜 할 것이다. 

- 점 검 된 장비 는 덜 마모(wear-out)될 것 이 다. 

- 점검에 관련된 기기들은 점검이 끝난 후에는 잘못된 배열 

(misconfiguration)이 줄어 들 것 이 다. 

- 점검하는 동안 고장 시간에 의해 장비의 불이용율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점검이 빈번하지 않기 때문이다. 

- 발전소 각각에 대한 불필요한 피폭이 감소될 것이다. 

- 각각에 대한 불필요한 과부하 또한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STI를 확장하게 되면， 장비는 더욱 고장에 노출된다. 결과적 

으로， 위험도 효과는 잠재적인 고장율과 관련올 가지게 되어 위험도 효 

과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비들은 주기적인 점검기간에서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 상반되는 효과사이에서 균형 

올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STI를 더 확장한다면 역효과는 작아진다. 

그러나 고장 노출 시간의 증가로 인한 위험도 효과(impact)는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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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점검에 의한 위험도와 총 위험도 영향 

R D와 Rc 그리고 RT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R D = 점검에 의해 측정된 STI 위험기여도 

= 점검에 의해 제한된 위험도(Test-Limited Risk) 기여도 

Rc = 점검에 의한 STI 위험기여도 

= 점 검 에 의 한 위 험 도(Test-caused risk) 기 여 도 

RT = 점검과 관련된 총 위험기여도 

= R D+ R c 

RT는 PSA에서 계산된 기여도이다. 종종 Rc는 영 (zer이으로 가정 

된다. 그러나 어떤 점검에 있어서는 Rc는 운전 경험으로부터 나온 명확 

한 결과치를 갖기도 한다. 총 위험도 효과는 R D+ Rc로 정의된다. 반대 

의 경우는 R D - Rc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RD는 이로운 위험 

도 효과이고 점검 사이 고장 발생으로부터 위 위험도는 계산된다. 점검 

기간이 증가하는 결과로 인해 RD가 커질수록 위험도는 더 높아진다. 왜 

냐하면 점검사이에서 위험도의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D.l.l 점 검 의 역 효과(Adverse Effects of Testing) 

Rc는 점검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기여도이다.<표 D.l>은 

원인에 따른 각각 점검과 관련된 위험기여도를 목록화하고 있다. 

<표 D.1>에 목록화된 위험기여도는 위험도 척도， 노심 손상 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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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다른 높은 수준의 위험도 측정 즉， 방사선 물질의 방출， 공중 보건 

의 위험도와 같은 것을 근거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다. 비록 위험도 척 

도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을지라도 안전 계통의 불이용율 즉 R wean 

. R con끼g 그리고 R down 과 같은 용어는 과도상태의 점검에 의한 위험 

(Test-caused risk) 기여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Rt얘은 위험도 측정에서 안전 계통 불이용율을 사용하여 평가되지 못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점검 기간 동안에 불이용율의 영향으로 과실 발생 

의 가능성이 변화기 때문이다. 

<표 D.1>에서 점검에 의해 발생된 위험기여도 Rc의 일반적인 형태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c = R triP + Rwear + R CQ1때 + R down 

R tnp 점검에 의한 발전소 과도상태로부터의 위험도 

R wear = 점 검 에 의 한 장비 마모(wear-out)로부터 의 위 험 도 

R con!ig = 잘못된 배열을 따르는 점검으로부터의 위험도 

R down = 점검 고장 시간과 관련된 위험도 

어떤 특별한 점검의 경우 오른편의 기여도는 적절하지 않다. 개별적 

인 기기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위험도 효율성을 평가할 때， 각각의 점검 

에 대한 기여도에 외에 다른 상호 작용하는 기여도를 더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표 D.1>에서 정의된 것 외에도 두 가지의 다른 점검 역효과를 접하 

게 된다. 각각의 발전소에 대한 방사선 피폭과 불필요한 과부하이다. 이 

러한 두 역효과는 <표 D.1>에서의 것들과는 다르다. 각각의 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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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험도를 측정함에 있어 방사선 피폭은 노섬 손상 빈도에 기초를 

두고 위험도 분석을 하기에 적합지 않다. 왜냐하면 노심 손상 빈도는 각 

각의 발전소의 방사선 피폭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각각의 발전소에 대한 불필요한 과부하는 위험도 분석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정량적인 위험도 분석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런 

역효과는 정기 점검 평가의 경우 정량적인 위험도 분석의 결과를 따라서 

정성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위의 모든 역효과는 주어진 점검과 관련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러므로， 점검에 있어 주요한 기여도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기 

술지침서의 점검 요구물틀올 다양하게 검토함으로 얻게 된 통찰력을 가 

지고 위 연구를 확증해야 한다. 발전소만이 가진 고유한 데이터를 깊이 

있게 검토하며 다음 목록에 초점올 두어 역효과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전소 과도상태 

- 불필요한 마모(wear-out) 

- 허가 시간에 대한 어려움 

- 방사선에 의한 개인의 피폭 

<표 D.2>는 몇 가지의 점검의 예를 보여준다. 주요한 역효과가 제시 

되 어 있다. 예를 들어 NUREG-1366 연구는 AFW(auxiliary feedwater) 

점검에 있어 주요한 역효과로서 불필요한 마모(wear-out)와 허가에 대한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AFW 펌프의 불필요한 마모(wear-out)의 주요한 

원인은 펌프를 적절하지 않은 크기를 가지고 최소의 재 순환 라인을 통 

하여 재 순환하는 흐름으로 점검하는 경우이다. 재 순환 라언이 증가할 

수록 점검은 마모(wear-out)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허가에 대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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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기 점검의 안전 중요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표 D.1>에서 다양한 위험기여도 사이에 잠재적으로 잘못된 배열로 

인한 위험도， R config은 PSA (NUREG/CR-4772, Swain, 1987，)의 인간 신 

뢰도 분석으로 평가된다. 점검 고장 시간으로 인한 위험도인 R down은 기 

기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서 보수로 언한 고장 시간 

기여도와 비슷하게 평가된다. 여기서 점검에 의해 일어난 발전소 과도상 

태에서 위험도， R t;째과 점검에 의해 장비의 마모(wear-out)의 위험도， 

R wear도 PSA를 사용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역효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 

한 안전 개념을 만들어낸다. 안전 계열에 도전을 받게 되어 생긴 잠재적 

인 발전소 과도상태와 안전 겨1 통이나 기능의 불이용율을 증가시키는 주 

요한 장비의 마모가 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발전소의 용량을 감소시킨다 

는 사실이다. 

D.1.2 점검의 위험도 유효성의 정의 

일단 점검과 관련된 위험기여도가 정량화되면 점검은 위험도를 전망 

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점검에 의해 제한된 위험기여도， 

R D와 점검에 의한 위험도CTest-caused risk) R c를 비교하는 것이다. 

만약 점검에 의해서 제한된 위험도가 점검에 의한 위험도보다 더 크다면 

그 점검은 위험도가 유효한 것이 될 것이다. 

R D > Rc: 위 험 도 유효 점 검 (risk-effective test) 

반대로 만약 점검에 의해 일어나는 위험기여도가 점검에 의해서 제한 

된 위험도보다 크다면 점검이 위험도에 유효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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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 R D : 위 험 도 비 유효 점 검 (risk-ineffective test) 

<그림 D.l>은 관심 있는 점검 매개변수에 대해서 점검에 의해 제한 

된 위 험 도(Test-Limited Risk) , 점 검 에 의 한 위 험 도(Test-caused risk), 

그것들에 상응하는 총 위험도의 개략적인 그림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R D와 Rc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준다. 점검 매개변수는 점검 기간， 점 

검 동안 정지가 일어나는 확률 점검에 의해 일어나는 노화이다. 이러한 

평가는 점검에 의한 기여도와 민감도 부분에서 무엇을 먼저 수행하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위험도 유효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R trip < R D 점검에 의해 일어나는 과도상태를 고려한 점검 

위험도 유효성 

위험도를 전망하여 점검을 평가하는 다른 방법은 그것의 총 위험도 

효과(impact)로 정의하는 것이다. 즉 RT = R D+ R c 점검 평가를 통해 

위험도를 측정하여 총 위험도를 사용하는 장점은 그것이 최적의 점검 기 

간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다. 최적의 점검 기간인 T opt는 

RT가 최소에 도달했을 경우 값으로부터 얻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점검 

의 총 위험도 효과를 최소화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계산 

된 최소값은 위험도 정량화라는 불확실성의 관점에서 100% 신뢰할 수는 

없다. 

D.2 점검에 의해 일어나는 과도상태의 위험도 효과 

D.2.l 발전소의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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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의 발전소를 점검하는 동안에 과도상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발전소의 상태를 퇴보하게 하는 결과를 일으킨다. 그 결과 원자로 정지 

를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가압 경수로의 MSIV s{Main Steam 

Isolation Valves)는 주기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동안에 대개 10%가 닫 

힌다. 그러나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의 수행자의 실수로 인해 혹은 점겸 

장비의 고장에 의해 모든 밸브를 닫히게 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부주의하여 MSIV의 모든 차단을 일으킨 경우는 전력 변환 시스템의 

열 제거 능력을 감소시키므로 RPS{Reactor Protection System)에서의 

중성자 연쇄 반웅을 방해하도록 요청한다. 만약 RPS가 반응 과정 중 고 

장을 일으킨다면 작업자가 직접 설행해야한다. 심지어 발전소 내에서 열 

발생을 성공적으로 제거 한 후에라도 RPS외 다른 안전 계통이 노섬 손 

상을 제어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MSIV 점검 중에서 발생하는 

과도상태의 위험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원자로 안전 계통의 반응과 

과도상태에서의 운영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 

D.2.2 과도상태의 점검에 의한 위험도 평가 과정 

점검 도중에 발전소 과도상태가 감소하는 것이 발전소 운전 정지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PSA의 관점에서 초기 사건중 하나로 본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적절한 초기 사건 그룹과 관련된 위험기여도를 가지고 점검 

에 의한 과도상태의 위험도 영향올 평가할 수 있다. 

R N@t 
tnψ 11. 1 .l\. IE-j 

H IE-j 

= cþR IE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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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rip = 점검에 의한 발전소 과도상태에서의 위험기여도 

R IE-j = 총 발전소 위험도에 대한 j번째의 초기 사건 그룹의 

위험기여도 

N test = 점검으로 이한 과도상태의 사건의 수 

N JE - j 연관된 초기 사건 그룹에 속한 과도상태 사건의 수 

ø = 초기화된 사건 그룹의 비율은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 즉， 

초기사건 그룹의 빈도수를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로 귀착 

시키는 양에 따라서 야기된다. (0<= ø <=1) 

다음은 PSA모텔을 가지고 위의 R trip의 기초적인 공식올 사용하여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의 위험도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올 보여준다. 

단계 1 : 점검하는 동안에 일으킬 수 있는 과도상태에 관련된 목록을 

확립시켜야한다-

위 공식을 사용하여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에 따른 위험기여도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검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과도상태 목록과 관련된 

것들올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와 관련된 목 

록은 EPRI 과도상태 목록(EPRINP-2230， McClymont et al., 1982)으로 

부터 얻을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점검이 수행되는지에 대해， 어떤 종류의 

과도상태가 점검에 의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혹은 발전소의 운전 내력 -

에 의한 것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비록 PSA에서 위 과정이 

IPE(individual plant evaluation)연구에서 행해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과 

도상태를 직접적으로 모벨링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과도상태 

와 관련되어 있는 초기 사건 그룹을 찾을 수 있고 LERsOicense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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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에서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 사건들을 확립시킬 수 있다. 

단계 2 : 발전소의 특정한 초기화 사건 그룹들에서 관련된 과도상태 

..2..료르 -, -, 

과도상태 목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SA에 모델화된 초기 사건 그룹 

들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초기 사건 그룹과 과도상태 목록에서 포 

함된 과도상태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이로써 적절한 초기화 사견 그룹 

으로 과도상태 각각의 목록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 3: 초기화 사건 그룹들의 위험기여도 명가 

특정한 초기 사건 그룹의 위험기여도， 즉 j번째의 초기화 사건 그룹은 

초기 사건 그룹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사고의 순서를 합쳐감으로서 각 

발전소에 적합한 PSA로 얻어진다. 

단계 4: 추정 ￠ 

우리는 이제 초기 사건 그룹의 빈도수가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로 귀 

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발전소 운전 데이터 비율 ￠를 추정 

할 수 있을 것이다. 

- 위험도 효과를 명가하는 과정에서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를 확립하 

고 목록 자료에서 과도상태 사건을 구분한다. 

- 각각의 초기화 사건 그룹과 관련된 과도상태의 수를 획득한다. 즉， 

초기화 사건 그룹에 관련된 목록 안에서 과도상태의 수( N IE-j)를 

첨가하여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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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주어진 점검에 귀착시킬 과도상태 사건의 수를 획득한다. 

즉， 점검과 관련된 목록에서 과도상태의 수( N test)를 첨가하여 획 

득한다. 

N test와 N1E- j로부터 ￠를 계산한다 ø = Ntesι N 1E- j 

단계 5 과도상태로 언한 점검에 의한 위험 (Test-caused risk)기 

여도 평가 

점검에 의한 과도 상태로부터 점검에 의한 위험 (Test-caused risk) 

기여도는 총 발전소 위험도( R IE-)에 대한 적당한 초기 사건 그룹의 

위험기여도를 곱함으로써 평가될 것이다. 결국 Rt째 = ø R IE-j이다. 

D.2.3 과도상태 점검에 의한 위험도 민감도 분석의 기본 공식 

점검 기간 T에서， 과도상태 점검이 변하여 생성되는 위험도의 민감도 

분석 ， Rt얘을 구할 수 있다 R triþ에 대한 표현은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다음 T에 대한 공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R ... " = 보쁘 R m-p - IjT IE-j 

Ij =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확 관련된 초기화 사건 그룹의 빈 

수
 

l 도
 

R IE-j 발전소 전체 위험도에 대한 j번째 초기 사건 그룹의 

위험기여도 

Ptnψ = 과도상태가 주어진 점검 동안에 발생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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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ψ에 대한 공식과 처음에 언급했던 R D에서 우리는 정기 점검 위험 

도 유효성에 대한 기준을 확립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점검은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에 대해 유효하다. 

T>J 으E으보 R lE-j 

V A Il Rt- R 。

점검 기간동안에 위험도 유효성 기준은 단지 점검이 합리적으로 추정 

될 수 있는 기간동안에 과도상태가 발생할 확률( P /rip)로 사용되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점검에 의한 과도상태가 덜 일어나게 될 경우에 더 많은 

확률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획득하기 위해서 운전 데이터가 필요하다. 

R D를 R trip에 같도록 셜정함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이끌어 낼 수 있 

다.( T min = 최소 점검 기간) 

T ~;n =，1 으E앨 R IE-j 
mm V A Il R 1- R 。

위험도 유효성 기준은 T min 의 용어로 언급될 수 있다. 만약 T> 

T min 이라면 점검은 위험도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도에 유효 하 

지 못하다. 

총 위험도 효과(impact)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점검 기간은 다음 

과 같은 공식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T "",=,1 으E샘 R IE-j 
φt-Y }.[j Rj-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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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min 은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T min 은 T opt와는 다르 

다. 

D.2.4 과도상태 점검에 의한 위험도 평가에 펼요한 데이터 

다음 방법은 과도상태 사건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점검에 의한 

것들과 앞에서 언급한 PSA기반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역 위험도 효과를 발전소헤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PSA가 필요하고 

총 발전소 위험도에 대한 초기 사건 그룹들의 위험기여도는 PSA의 문 

서로부터 획득된다. 한편으로는 PSA의 전산화된 모델이 사용되기도 하 

는데 PSA 전산화 모텔은 기기가 고장인가 그렇지 않은가 가정된 상태 

에서 조건부의 노섬 손상 빈도수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다음의 발전소 운전 데이터로부터 과도상태 사건을 획득할 수 있다. 

- 운행 지침 기술서 : 이러한 문서들은 원자로 정지의 수와 각각의 

발전소， 각 사건의 날짜， 그리고 적절한 허가 사건 문서의 개수 

(LERs), 안전 계통 가동 횟수륜 목록화하고 있다. 

- LER 계통: 원자로 정지는 LERs에서 설명되어 있다. 

D.3 점검 장비의 마모로 언한 위험도 영향 

부록 D.3에 서 는 점 검 에 의 한 장비 의 마모(wear-out)를 가지 고 위 험 기 

여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다. 혹은 다른 관점에서 점검에 의한 

위험기여도를 알아본다. 

D.3.1 장벼의 스트래스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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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자력 발전소 안전 중요 기기들， AFW나 비상 디젤 발전기와 

같은 것은 점검에 의한 감쇠 현상의 축적으로 장비의 점차적인 마모 

(wear-out)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감쇠는 점검에 존재하는 특성에 의해 

서 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 중 부 적절성으로 인해 혹은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 게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기들은 부식이나 침 

식과 같은 노화 현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들은 기기의 불이용율을 

증가시키고 안전 계통이나 기능과 관련된 불이용율은 사고를 완화하는 

발전소의 용량을 감소시 킨다. 

점검으로 의한 감쇠의 효과와 노화 효과는 두 종류의 스트레스를 일 

으킨다. 즉 요구 스트레스와 대기 스트레스이다. 요구 스트레스는 장비의 

기능이 요구되거나 가동될 때 작동된다. 대기 스트레스는 장비가 대기 

상태동안에 작동된다. 주기적으로 점검올 받게 되는 대기 기기들은 일반 

적으로 양쪽 모두의 스트레스의 결합이 장비를 감쇠시키고 결국 고장이 

나도록 만들게 된다. 

양쪽의 스트레스가 장비를 어떻게 고장올 일으키는지 기술하기 위해 

서는 디젤 발생기 (dissel generators)의 신뢰도 연구의 예를 들어 본다. 

연결된 로드(rod)의 경우에 부식으로 약해지면 디젤이 작동하기 시작했 

을 때 고장난다. 이런 고장은 대기 스트레스에 의해 일어나고 로드의 부 

식올 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요구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비록 로드가 이미 약해진 상태라 하더라도 작동에 필요한 요구 

가 없다면 그것은 고장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D.3.2 장버의 마모로 언한 점검 위험도의 명가 

장비 스트레스의 개념을 가지고 점검이나 노화에 의한 감쇠 메카니즘 

의 특성을 도입할 때， 우리는 기기의 불이용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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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기기의 감쇠 모델을 공식화할 수 있다. 

ι
 
l ‘ 

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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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n 자
 

+ * 

따
 

+ 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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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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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 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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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po. (1+ Pln) 

,Hn,t) = lÌ o. (1+ P2n) + a . (nT+t) 

n = 장비 중에서 점검에 수행된 수 

t = 마지막 점검 이후로 경과한 시간 

q(n,t) 점검에 수행된 수와 경과한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기기 

의 불이용율 

p(n) = 주기적인 요구에 따라 고장을 위한 고장 확률 

T = 점검 기간 

nT + t 마지막으로 재개한 시점이후로의 시간 

IÌ (n,t) = 점검 사이에서 고장 발생을 위한 대기 고장 
Po 남은 주기적인 요구 고장 확률 

PI = 요구 고장과 관련된 점검 감쇠 요인 

IÌ 0 = 남은 대기 시간과 관련된 고장율 

P2 = 대기 시간과 관련된 고장에 대한 점검 감쇠 

a = 단지 노화와 관련된 노화 요인 

이런 표현은 비 선형적 점검에 의한 감쇠 모텔(NUREG/CR -5775, 

kim et al., 1992)로부터 선형화된 모델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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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r 

R triþ 

R wear 

Rco끼fig 

R down 

표 D.1 점검으로 인한 위험기여도와 원인 

위험기여도 

점검으로 야기되는 

정지 위험도 

점검으로 야기되는 설비 

마모로 인한 

위험도 

기기 복구에서 점검 

오 배 열 (misconfigurations) 

또는， 실수로 인한 위험도 

점검를 수행하는 것에서 

점검정지시간과 연관된 

위혐의 원인 

인간의 실수， 

설비 고장， 

절차상의 불충분 

test의 고유한 특성， 

절차상의 불충분，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수， 

절차상의 불충분 

점검동안에 기기의 

불이용율. 

test override capability에 
위험도 

의해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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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D.2 NUREG-1366 연구에서 우세하게 확인되는 몇 가지 예제 

점검들의 역효과 

Surveillance Plant 불훨요한 Licensee 방사선 

요구(requirement) Transient 마모 Burden 조사 

주요 증기-격리 

밸브(MSIV)의 v 
부분적인 stroke 

testmg 

터 빈 overspeed 방지 v v 

디 젤 generator의 

시 작과 rated speed에 v 

도달하는 것을 증명 

빠른 시작과 

디 젤 generator의 v 

loading 

Auxiliary Feedwater 

(AFW)펌프 v v 

Testing 

긴급 노심냉각 계통과 

격납용기 격리 밸브에 v v 
대한 적합한 밸브 배열 

매 3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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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간걱 ---를 

그림 D.1 점검 기간에 대한 정기 점검의 위험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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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1 -^l 정 프료L 양 츠} 
수행기관 위탁기관 

표준보고서번호 주제코드 
보고서번호 보고서변호 

KINS자-IR-359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목/ 부제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서 개선기술 개발 

사업책임자 및 
성게용:성능연구실 

부서명 

연구자 및 부서명 김인석，제무성，김범석，황석원，강경민，박성수，유운식 

발행지 대전 발행기관 원자력안전기술원 발행일 2001.3 

페이지 164쪽 도 표 유(0)， 무( ) 크기 26 cm 

참고사항 해당 없음 

비밀여부 
공 개 (0) ， 

보고서의 종류 위탁연구 보고서 
대외비 (x) 

연구 위탁기관 한양대학교 계약번호 RSoo-20-PL 
초록 (300단어 

내외) 

본 연구의 목표는 위험도를 반영한 기숨지침서의 개선안을 체계적이며 합 

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위험도 반영 기술지침서 검토지침올 개발하는데 었다. 
이번 1차 년도에서는 위험도 반영 기숨지침서 검토지침개발을 위한 기초작업 

으로 다음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1) 기술지침서와 관련된 국내 및 국외의 관련요건 및 규정을 조사 
2) 국내의 기술지침서 현황 및 기술지침서의 위험도 정보 이용현황조사 

3) 기술지첨서 변경에 관한 지침올 검토하여 각각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기술지침서 변경에 대한 의사결정체제 제시 

4) 국내외의 기술지침서 개선사항 조사 분석 

또한， 부록에서는 TS 위험도 척도 및 PSA에 근거한 정량화 방법과 허용정 

지시간과 정기점검주기 평가방법， 정기점검에 의한 역효과를 서술하였다. 

이상의 1차 년도 연구과정에서， 조사한 여러 관련 자료로부터 요약， 정리한j 

내용과 도출한 의사결정체제는 향후 위험도반영 기술지침서 개선올 위한 검토j 

지침서를 개발하는데 기반연구로서 활용될 것이다. 

주제명 키워드 |위험도 기준 기술지침서 위험도 반영 의사결정체계 
(10단어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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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systematic guidance for 

revlewmg the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changes of te야mical 

specifications. The work done in this fiscal year is the following: 

1) Surveys on TS requirements, TS improvements and TS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Korea 

2) Surveys on the state-of-the- !:lrt of RITSs and their use in Korea 

3) Development of a decision-making framework for both the licensee 

and the regulation agency 

4) Descriptions of risk measures, assessment methodology on STI / 

AOT, and adverse effects caused by periodic maintenance, which are 

explained in Appendix.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머ity of 

the current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contribute to preparing the risk 

informed regulation program usmg the decision -making framework 

develop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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