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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차세  PSA 방법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자력의 안 을 확보하기 해 기존에는 보수  가정에 근거한 결정론 인 분석

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지나친 보수  가정의 사용에 따른 과

도한 안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을 하시키는 주요 원인

의 하나가 되어왔다. 

이에 응하기 하여 1990년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리스크/성능정보활용은 이

제  세계의 원자력 계에서 원자력 산업의 안 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

과 /효율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리스크/성능정보를 활용한 원 의 설계, 운   규제 기술은 원 의 

안 성  경제성을 가장 합리 이고도 효율 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인

정받아 기술 발 이 가장 빠른 분야이며, 향후 기존 원 의 계속 운 , 신규 원 의 

지속  건설  수출에 비하기 해서도 국내에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

이다.

본 과제는 기본 으로 기존 확률론 안 성평가(PSA) 방법론의 여러 문제   

최근의 리스크/성능정보활용과 련된 기술  미비 의 해결을 하여  (1) 기존 

PSA 평가 체제의 개선, (2) 시  변화에 따라 새로 두되는 PSA 안 기술의 개발 

 (3) 기존에 개발되지 않았던 신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과제는 아래와 같은 5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과제별 연구 

내용  범 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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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 (내부/외부(화재, 침수, 지진)/1단계~3단계), 모드( 출력/정지 출력) 

종합 리스크 평가 모델 개발

  - 일 성과 효율성 향상을 한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리 시스템 개발 

  - 리스크/성능정보활용에서 요구되는 성능감시 이행을 한 종합 성능 평가 

모델 개발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  리스크 통합 분석 기술 개발

  -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계측제어(I&C) 계통의 PSA 기술 개발

(3) 열화성능 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

  - 국내 지진 특성  구조물 열화 특성을 반 한 지진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4) 인 유발사건의 리스크/성능 평가 기술 개발

  - 원  운  효율성에 많은 향을 미치는 일상 직무  인  오류의 감 

기술 개발 

(5) Level 2 리스크 최 평가  활용기술 개발

  - 격납건물 손빈도의 최 평가를 한 2단계 PSA의 불확실성 감 기술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본 과제 산하 5개의 세부 과제별 주요 연구개발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내부사건 출력 PSA 모델로부터 화재/침수 PSA 모델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방법론  도구 개발

  - 1단계(노심손상평가)/2단계(격납용기 손빈도평가)/3단계(주민피해) PSA 

모델이 통합된 종합 리스크 평가 모델 기반 구축 

  - 2차측(BOP) 련 기기/인  요인을 종합한 성능 평가 기반 모델 개발

  -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리 시스템 개발을 통한 종합 /객  의사 

결정(Integrated/Objective Decision Making) 지원 방법론 구축

  - 기존 PSA 방법의 불확실성 감을 한 신방법론/도구 개발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  리스크 통합 분석 기술 개발

  -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인간 신뢰도 분석 기반 기술 개발

  - 디지털 I&C 계통의 PSA 통합 모델 개발  리스크 향평가 기반 구축

(3) 열화성능 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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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재해도 불확실성 감  지진리스크 평가용 입력지진 작성

  - 열화설비 지진취약도 평가기술 개발  미래형 원  지진리스크 평가 기반 

기술 개발

(4) 인 유발사건의 리스크/성능 평가 기술 개발

  - 원  인 유발사건의 리스크/성능 정량 평가 기반 기술 개발 

  - 인 유발사건 감 기반 기술 개발

(5) Level 2 리스크 최 평가  활용기술 개발

  - 2단계 PSA 최  평가기술  평가모델 개발

  - 2단계 PSA 정보 활용 최  사고 리 기술  지원시스템 개발

본 과제의 최종 결과는 2010-2011년의 2단계 연구를 통하여 최종 완료될 정이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리스크/성능 평가 기술은 특정 노형에 따라 변화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노형에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들 개발 기술은 가

동 원 만이 아니라 신규 원 , 수출 원  나아가서는 Gen-IV 원 에까지 용 가능

한 기술로 활용 범 가 매우 넓다고 하겠다. 특히 신규 원 (수출 원  포함), Gen-IV 

원  등에서는 리스크평가가 최종안 분석보고서에 들어가는 필수 항목이 됨에 따라 이

들 개발 기술이 리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상세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은 세부과제별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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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Integrated Assessment Technology of Risk and Performanc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traditional deterministic safety assessment is based on the conservative 

assumptions to ensure the safety of NPPs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sometimes, such conservative assumptions result in an un-realistic risk-profiles 

that become the obstacles to the balanced operation & investment. 

The risk-informed/performance-based approach (RIPBA) is the effective & 

efficient way to overcome such problems. Since the U. S. A. has implemented 

RIPBA form the mid of '90, the RIPBA is widely accepted as an useful tools to 

enhance the safety and economy of NPP in the world. 

This project aims at developing the RIPBA technology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RIPBA in Korea.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1)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RIPBA framework, (2) the resolution of technical 

issues in the RIPBA including digital I&C, seismic hazard, and (3)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such as the assessment of the human 

performance.

Ⅲ. Scope and Contents

The project consists of 5 sub-projects, and the research scope and contents for 

each sub-projects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integrated assessment system of risk and performance:

  - Development of consolidated risk assessment model for all 

scope(internal/external(fire, flood, seismic) and all mode(full power/low 

power and shutdown)

  - Development of risk/performance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cy and consistency of the RIP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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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of a simulation model for performance monitoring of NPP's 

required in various risk informed application and regulation.

(2)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igital risk assessment technology for NPP

  - Development of the PSA technology for the digital I&C safety systems 

that is substituting the digital technology for the analog one due to the 

obsolescence and narrow market security of the analog technologies.

(3) Development of seismic risk evaluation system considering component 

aging 

  - Seismic risk evaluation technology for structure, system and component 

considering earthquake characteristics of Korea and aging related 

degradation

(4)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s for the effect of human induced events 

on risk/performance

  - Developing systematical framework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human 

errors pertaining to daily tasks, which can significantly affect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NPPs 

(5) Development of level 2 risk optimum assess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the Level 2 PSA specific uncertainty reduction 

technologies for an optimum assessment of containment failure frequency. 

IV. Result

The mail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Development of integrated assessment system of risk and performance:

  -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and system for automatic generation of 

external PSA models (fire, flood PSA) from internal PSA model 

  - Consolidated risk assessment models which generate all risk measures of 

level 1(core damage frequency), and level 2(containment failure frequency)

  -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integrated all components/human factors in 

BOP system of a NPP

  - Advisory system for integrated/objective decision-making in design and 

operation of NPPs through the development of risk/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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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

  - New methodology and tools to assess the uncertainties in a developing 

PSA model 

(2)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igital risk assessment technology for NPP

  - Development of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 appropriate for 

computer-based main control room (MCR)

  -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PSA model for the digital I&C systems and  

impact assessment of them on the plant risk. 

(3) Development of seismic risk evaluation system considering component 

aging 

  - Uncertainty reduction of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d development of 

input ground motion for seismic risk analysis

  - Seismic fragility analysis technology for degraded components and basic 

technology for future reactor

(4)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s for the effect of human induced events 

on risk/performance

  - Developing quantitative method for evaluating the effect of human-induced 

events on the performance/risk of nuclear power plants

  - Developing systematic framework to reduce the occurrence of 

human-induced events

(5) Development of level 2 risk optimum assess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model for the Level 2 PSA optimum 

assessment 

  -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support system for the Level 2 PSA 

informeogy timum accident management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isk/performance assessment technology is basically technology neutral, i. e. 

thi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any types of NPPs. So the developed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wide range of risk-informed/performance-based applications of any 

types of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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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the FSAR of the new NPPs including ones exported to foreign 

countries should include the result of risk/performance assessment.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application areas of the developed technology will be expanded.

The detailed proposals for application of each sub-project are described in the 

reports of each  sub-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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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개발의 목적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본 과제는 기본 으로 아래 그림 1.1에 나온 바와 같이 기존 PSA 방법론의 여러 

문제   최근의 리스크/성능정보활용과 련된 기술  미비 의 해결을 하여  

(1) 기존 PSA 평가 체제의 개선, (2) 시  변화에 따라 새로 두되는 PSA 안 기

술의 개발  (3) 기존에 개발되지 않았던 신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개발되는 여러 기술을 다음의 3가지 항목으로 총합하여 

종합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종합 리스크 평가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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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Mode( 출력/정지 출력)/All Hazard(내부사건/외부사건)를 분석할 

수 있으며, 다양한 PSA 모델간의 일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리스크 

평가 모델 개발 

- 아울러 정확한 리스크 평가에 필수 인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PSA 기

술, 구조물 열화를 고려한 지진 리스크 향 평가 기술  격납건물 리

스크 최  평가 기술 등 기존에 평가 방법이 부재하 거나 미비하 던 

리스크 평가 기술(차세  PSA 기술) 개발 

   ○ 종합 성능 평가 모델 개발

- 리스크/성능정보활용규제는 리스크정보활용 기반 인허가 변경 후 원 의 

성능변화(정비규정, 성능지표, 조 분석, 심각도 분석)를 지속 으로 감

시/ 리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항목의 성능변화를 감시할 수 

있는 성능평가모델 개발 

- 아울러 원  성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성능과 련된 인  오류의 

평가  감 기술 개발 

   ○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리 시스템 개발

- 리스크/성능정보활용의 종합성, 객 성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리

스크/성능 평가 모델의 종합 개발, 분석  리를 할 수 있는 산시스

템 개발

  ※ 종합 리스크 평가모델과 성능 모델의 통합  리스크/성능정보활용과의 

계가 아래 그림 1.2에 나와 있다. 그림 1.2에 나온 바와 같이 All Mode/All 

Hazard 리스크 분석 모델과 성능 모델(2차 측 모델)이 통합되어 다양한 리스크/

성능정보활용을 객 이며 일 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  목 이다.

그림 1.2 리스크/성능통합모델과 리스크/성능정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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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리스크/성능정보활용의 효과 (미국)

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990년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리스크/성능정보활용(Risk-informed/Performance 

-based Approach)은 이제  세계의 원자력계에서 원자력 산업의 안 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 /효율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NEA (2007)]. 

다음 그림 1.3은 리스크/성능정보활용에 따른 미국 원자력발 소의 안 성  경제

성의 향상(평균 노심손상빈도 감/Capacity Factor 향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PRI (2008)].

재는 리스크/성능정보활용의 범 가 형냉각재상실사고의 재정의(Re-definition) 

[US NRC (2004)]와 같은 설계기 사고의 변경, 신형 원 의 설계 최 화[NEA 

(2009)] 등 범 하게 확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 평가의 범 와 정확

성에 한 기 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에 나와 있듯이 기존 리스크 평가의 범 가 일반 으로 출력/내외부사건

/Level1-2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수 이었으나 US NRC는 신형원

의 설계인증 요건으로 리스크 평가 범 를 표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포함(All 

Mode/All Hazard/Level 1-3 PSA)하여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US NRC]. 

한 PSA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하여 ASME PSA Standard 개발 등 PSA 품질

에 한 요건이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US 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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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분석 범

원인별
분석 상

Level 1 Level 2 Level 3

출력

내부사건 노심손상
격납건물

손빈도
환경
해도

외부사건(화재/침수
/지진 등)

노심손상
격납건물

손빈도
환경
해도

정지/ 
출력

내부사건
노심손상

핵연료손상
격납건물

손빈도
환경
해도

외부사건(화재/침수
/지진 등)

노심손상
핵연료손상

격납건물
손빈도

환경
해도

표 1.1 PSA 분석 범 의 변화 

그림 1.4 미국 NRC의 2009년도 연구 결과 요약 보고서의 목차

와 같은 상황 하에서 미국 EPRI는 PSA 수행의 종합성/객 성(Integrated & 

Objective)의 확보가 필수 임을 천명하고 있다[EPRI (2006a)]. 한 수행범 의 확

에 따른 PSA 수행의 효율성/편이성 확보가 필수 이다. 재 미국은 리스크/성능 평

가와 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래 그림 1.4는 미국 NRC의 2009년도 연

구 결과 요약 보고서의 목차로, 목차에 나와 있는 NRC의 총 11개 연구 분야  6

개 분야(상자 표시 부분)가 리스크/성능 평가 련 연구이다[US NRC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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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비 인 “원자력안 종합계획(안)”에서도 

과제로 “리스크정보활용 안 규제체계의 수립/이행”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  안 성 확인체계의 선진화” 등 다른 과제에서도 리스크정보활용을 강조하

고 있다. 한, 재 국내 원자력산업체도 리스크정보활용 기술지침서변경, 신규 원  

설계 개선 업무 등 다양한 리스크정보활용을 추진  이다. 

따라서 국내에의 효율  리스크/성능정보활용 정착을 하여 련 체제의 개선 기

술, 국내외 PSA 안 해결 기술의 개발 등이 시 한 상황이다. 

제 3  연구개발의 범

본 과제의 연구범 는 다음 그림 1.5에 나온 바와 같이 (1) 기기, (2) 계측제어

계통, (3) 구조물, (4) 운 원  (5) 격납건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이들 원

의 주요 요소별 리스크/성능 평가와 련된 기술 개발을 수행한다. 

이를 하여 본 과제는 아래와 같은 5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부

과제별 연구 범 는 다음과 같다.

(1)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범 (내부/외부(화재, 침수, 지진)/1단계~3단계), 모드( 출력/정지 출력) 

종합 리스크 평가 모델 개발

  - 일 성과 효율성 향상을 한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리 시스템 개발 

  - 리스크/성능정보활용에서 요구되는 성능감시 이행을 한 종합 성능 평가 

모델 개발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  리스크 통합 분석 기술 개발

  -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계측제어(I&C) 계통의 PSA 기술 개발

(3) 열화성능 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

  - 국내 지진 특성  구조물 열화 특성을 반 한 지진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4) 인 유발사건의 리스크/성능 평가 기술 개발

  - 원  운  효율성에 많은 향을 미치는 일상 직무  인  오류의 감 

기술 개발 

(5) Level 2 리스크 최 평가  활용기술 개발

  - 격납건물 손빈도의 최 평가를 한 2단계 PSA의 불확실성 감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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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대과제 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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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 리스크/성능정보활용별 시행 원  호기 수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외 황

아래 그림 2.1에서 보듯이 재 미국은 리스크/성능정보를 활용한 기술지침서 개

정(LCO 련 요건 변경/종결상태 변경 등) 등이 매우 활발히 이 지고 있으며, 리

스크/성능정보활용의 용 범 가 형냉각재상실사고의 재정의(Re-definition)[US 

NRC (2009a)]와 같은 설계기 사고의 변경, 신형 원 의 설계 최 화[8] 등 범

하게 확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크 평가의 범 와 정확성에 한 기

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미국 NRC는 PSA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하여 ASME PSA(PRA) 

Standard 개발 등 PSA 품질에 한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가고 있으며, 2009.3 이후 

정비규정은 물론 모든 리스크/성능정보활용에서 화재와 같은 외부 사건의 향도 

평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US NRC (2009b)]. 

와 같은 상황 하에서 미국 EPRI는 PSA 수행의 종합성/객 성(Integrated & 

Objective)의 확보가 필수 임을 천명하고 있으며[EPRI (2006b)], 한 수행범 의 

확 에 따른 PSA 수행의 효율성/편의성 확보가 필수 인 상황이다. 미국의 EPRI는 

내부사건 PSA로부터 화재 PSA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로그램의 개발, 

디지털 I&C 계통,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상계획 수립, 신형 원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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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련 연구 등 본 과제와 유사한 연구를 포함하는 2009년도 리스크정보활용 련 

연구 계획을 발표하 다[EPRI (2009)]. 

 미국의 Excelon, Duke Power 등 원자력 사업자들은 단순히 NRC의 리스크/성능 

련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이제는 리스크와 성능 정보를 통합하여 

가동  정비 등 원 의 일상 운 에 용하여 원 의 안 성을 확보하며, 아울러 

경제성도 향상시키는 수 에 이르고 있다.  

미국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2003.11에 리스크/성능정보활용 체제의 도입을 한 정부 

정책성명을 발표하 으며, 이후 정량  안  목표 설정, PSA 표  작성 등 련 기술을 

극 으로 개발 이다. 한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규제 기 은 미국보다도 

강화된 리스크 기 에 근거하여 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 2  국내 황

국내는 1994년에 발표된 “원자력안 정책”에 따라,  가동원 에 한 PSA가 수

행되었으며, 재 신규 건설 인 원 에 한 PSA가 수행 이다. 한 리스크정

보활용 규제는 과기부가 2002.3에 과제로 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며, 원자력안

원회의 결정에 따라 규제기   산업체가 정비 규정(Maintenance Rule)의 도입

을 비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비 인 “원자력안 종합계획(안)”에서도 

과제로 “리스크정보활용 안 규제체계의 수립/이행”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원  안 성 확인체계의 선진화” 등 다른 과제에서도 리스크정보활용을 강

조하고 있다.  

KINS는 “리스크정보활용 이행 계획”을 비 이며 이를 바탕으로 차 으로 

국내에 리스크정보활용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재 KINS는 

향후 국내 리스크정보활용규제에 한 반 인 입장을 밝히는 “리스크정보활용규

제에 한 정책보고서”를 비 이다. 

산업체도 지난 몇 년간 RI-ISI, RI-ILRT 용  기술 지침서 개정(AOT, STI 

연장)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국내 연구 기 도 지난 1/2차 장기를 통하여 리스

크/성능정보활용을 한 기반 기술  국내 고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작업 등을 

수행해 왔다. 더불어 그 동안의 장기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1) 세계에서 가장 수

행 속도가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주는 PSA 정량화 로그램(FTREX), (2)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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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많은 운 원 훈련 자료를 갖고 있는 인  수행도 DB(OPERA), (3) 불확실

성 분석지원 로그램(MOSAIQUE) 등에 해서는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많은 심

을 가지고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 3  국내외 기술 수  비교

재 국내 PSA 기술의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국과 상당한 기술격차

가 있으므로, 이에 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각 기술 분야별 국내 연구 

개발 동향  기술 수 은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 리스크/성능정보활용 기술: 국내의 리스크 평가  활용 기술은 반 으로는 

미국에 근하는 수 이다. 성능 정보 련 분야에 있어서는 성능감시의 일환

으로 정비규정의 도입을 비하고 있는 단계이나, 미국의 경우는 정비 규정 외

에도 사고 조분석(Accident Precursor Analysis) 등 다양한 성능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리스크/성능정보활용 분야는 체 으로 미국에 비해 5-10년 

정도 뒤 늦게 따라가고 있는 단계이다. 국내에서의 신형원자로에 한  리스크

/성능기반 설계체제는 개념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 인 체제  분

석 시스템의 개발은 미진하다.

○ 디지털 계측 제어 환경하의 리스크 평가: 국내 원 의 경우 이미 도입하 거

나 설계  계획 인 안  련 디지털 I&C 계통이 많아, 디지털 I&C 리스

크 평가 기술은 안 성 입증  리스크정보활용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해 

필수 인 기술이다. 동시에 디지털 안  계통의 원  도입을 비 인 국제 

원자력 산업계에서도 국내의 연구개발에 큰 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차 1단계 장기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 있어 원천 기술이 되는 요소별 정량화 

기술을 확보하 고 원  리스크모델에의 통합 가능성을 확인한 상태이다. 따라서 

디지털 I&C PSA 수행 기술은 외국에 비해 앞서 있다고 단되나, 디지털 특성을 

반 한 세부 인 PSA 요소기술 부분은 원  선진국에 비해 3-5년 정도 뒤쳐져 있

다고 단된다.

○ 열화를 고려한 지진 리스크 평가: 그동안 국내에서도 원 에 한 지진 PSA

를 수행하여 왔으나 국내 지진연구는 부분 원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단층

에 한 조사  이들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크기의 산정 등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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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지진학  측면에서의 지진발생 자체에 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지진 

PSA 품질 향상을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1단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지진 PSA 기술을 체계화하고 신뢰성 있는 지진리스크 평가기

술을 확보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1980년 에 

미국에서 개발된 지진 리스크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한 보완이 

시 한 상황이다. 재 국내 지진 PSA 기술의 용 수 은 선진국 비 70% 

수 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미래형 원  용을 한 기술은 보 인 단

계에 있다. 

○ 인 오류 유발 사건의 리스크/성능 평가: 2차 장기 연구개발을 통하여 사고 

발생 후의 비상직무에 한 인 수행도 DB인 OPERA가 개발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비/시험과 같은 일상직무인 경우, 인 유발사건의 

향을 체계 으로 평가하는 기술 개발에 한 연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기술 

수 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 으로 취약한 것으로 악된다. 따라서 3차 장기 

1단계 연구를 통해 일상직무 련 인 유발사건의 분석체계를 개발하 고 이를 근

간으로 국내 고유 PSF 항목, 인 오류 유형 측 차  불시정지/출력감발 향

분석 모델을 개발하 다. 한, 정/주기 시험 수행과 련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FIXPERTS 시스템을 개발하 을 뿐 아니라 운 원간 의사소통 특성 악을 

한 분류체계를 개발하 다. 그러나 실제 인 활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1단계에서 

개발된 방법  모델을 근간으로 미반  요소기술의 개발  이들의 통합이 필요

한 상황이다. 선진국 비 3-5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 Level 2 리스크 최 평가  활용기술: 지난 2차 장기사업을 통하여 리스크

정보활용 Level 2 LERF 상세모델 련 일부 요소기술 개발을 수행한바 있으며, 3

차 장기 1단계 연구를 통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 불확실성 감/평가반  

Level 2 최 화 요소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  진보가 이

루어졌다. 그러나 리스크정보활용체제와 실 인 연계를 해서는 미반  요소기

술의 개선과 이들을 통합하여 최 화/구 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2차 장기사업을 통하여 사고 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요소기술 일부를 

개발하 고, 이와 연계하여 3차 장기 1단계 연구에서 핵심기술을 구 하 으나, 

실용화 수 에 근하기 해서는 요소기술 개선/검증  요소기술들을 통합하여 

시스템화 하는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선진국 비 3년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것

으로 단된다.

그림 2.2에 한·미간의 리스크/성능정보활용 분야 기술에 한 략  기술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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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미간 리스크/성능정보활용 련 기술 수  비교

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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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는 각 세부과제별로 아래에 간략히 정리하 다. 상세 연

구 내용  결과는 세부과제별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제 1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본 연구는 범  PSA 통합 자동 정량화 시스템 구축, 원  BOP 모델  종합

리스크 모델 개발, 리스크/성능 통합 리 시스템 개발  차세  리스크 평가기술 

개발의 4개의 주요 세부 역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PSA 통합 자동 정량화 시스템 구축에서는 통합 시스템인 OCEANS 체계의 주요 

기능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화재/홍수/지진 PSA를 자동화하기 한 방법론  로

그램이 완성되었으며 OCEANS의 주 엔진인 AIMS-PSA의 화를 완료하 다.

원  BOP 모델 개발 분야는 원 의 2차측의 불시정지를 유발하는 하드웨어 계통

에 한 고장수목을 완료하 으며, 불시정지 고장수목의 빈도 산출방법을 개발하

다.

리스크/성능 통합 리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다양한 험도 정보 활용에 한 

성능감시 방법론이 개발되었으며, 성능통합 리시스템의 기본 알고리즘이 개발되

었다.

차세  리스크 평가기술 개발에서는 고장수목 평가의 난제 던 희소사건 처리 방

법을 개발하여 국내 고장수목 정량화 로그램에 이식하 으며, PSA 사고경 의 

최  평가를 한 결정론/확률론 통합분석 방법의 방법론  이를 구 하기 한 

로그램 MOSAIQUE 코드가 개발되어, 국내 주요 원자력 기   NRC를 포함한 

국외에 기술 이 되었다.

제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  리스크 통합 분석 기술 

개발

각 분야별 주요 연구 내용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원  SW 고

유 특성에 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분야에서는 SW 신뢰도 정량화 기법들의 

원  용성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 (1) 선정된 방법론 간 제약사항들을 고



- 14 -

려한 SW 통합분석 체계 개발  (2) 개별 방법론의 원  용성 개선 연구를 수행

하 다. 아울러, 임베디드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 다. 

원  디지털 HW 고유 설계 특성에 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분야에 있어

서는 디지털 D3(Diversity and Defence-in-Depth) 설계특성에 한 리스크 향 평

가, 원  디지털 I&C 안 계통의 결함주입 실험장치(FIMAN) 구축, 결함주입실험을 

통한 고장검출범   고장검출률 정량화 연구 등을 수행하 다. 

원  안  필수 디지털 기기/계통의 운 경험자료 분석을 수행하 으며, 더불어 

컴퓨터 환경 주제어실에서의 HRA 방법론을 개발 이다. 이를 하여  차세  주

제어실 시뮬 이터 실험자료 취득  이에 기 한 인 오류유형 연구 등을 수행하

다. 

제 3  열화성능 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지진재해도 평가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국내 지진재해도 불확

실성에 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들에 한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지배 인 입력변수

를 선정하고, 이를 토 로 국내 지진재해도 결과의 불확실성을 획기 하고, 감하

다. 

한, 국내외 원 의 가동기간 증가에 따른 열화 상을 장답사  문헌검색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DB화함으로써 열화가 지진리스크에 미치는 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 다. 특히, 주요설비의 구성 재료에 한 확률모델을 개발함으

로써 열화성능  응답에 근거한 취약도 평가기술의 기본 자료를 확보하 다. 

기설비와 같이 해석에 의한 취약도 수  평가가 불가능한 설비에 한 취약도 

수 을 평가하기 하여 기캐비넷  앵커에 한 진동 실험을 수행하여 괴모

드  취약도순을 도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취약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국내에서는 지진리스크 정량화를 해 매우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 으며, 부분

의 요 기기가 선별제거 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능

한 기사건을 모두 도출함으로써 확장된 리스크 정량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

합시스템에 용시킴으로써 용이하고 신뢰성 있는 지진리스크 정량화가 가능해졌

다.

제 4  인 유발사건의 리스크/성능 평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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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에서는 인 요인과 련하여 국내에서 발생된 불시정지 사건들을 상세 분

석하여 국내 고유 PSF  오류유형을 정의한 후, 이를 통해 주어진 일상직무 수행 

시 상되는 인 오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상세 차를 개발하 다. 

한, 국내 원 에서 수행하는 정/주기 시험의 리를 용이하게 하기 해 

FIXPERTS 시스템을 개발하 고, 장 담당자들의 합성 평가 결과 FIXPERTS를 

사용할 경우 정/주기 시험 리를 보다 효과 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하 다. 

이 외에, 국내 최 로 인 유발 불시정지 사건과 련하여 상 으로 빈번히 발

생한 9개의 원자로  터빈 정지신호에 해, 100% 출력상실여부를 단할 수 있는 

고장수목을 개발하 다. 한 터빈사이클 시뮬 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열수력 련 

6개 계통과 2차기기 냉각수 계통, 2차기기 냉각 해수 계통  기계통을 포함하는 

출력 향 모델을 구성하여 부분 출력감발 정도를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하 다. 

그리고 비정상 상황 응과 련된 운 원간 communication quality 평가를 해 

communication similarity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이를 통하여 운 원간 

communication 특징의 용이한 악이 가능해졌다.

 제 5  Level 2 리스크 최 평가  활용기술 개발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Level 2 표 안에 한 정량  향평가와 민감도 분

석결과로부터 도출된 불확실성 감기술의 반   기존 Level 2 사고경  분석모

델 개정을 통하여 Level 2 최 화 시범모델을 확보하 으며, 표 인 사고 코

드에 한 불확실성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수행체제를 구축하여 Level 2 사고경  

불확실성 정량화를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둘째, 아직까지 LERF에 한 명확한 정의와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LERF와 소외리스크 간 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LERF에 한 주요 개선사항을 도

출하고 발생빈도/피폭량(Dose)기반 Level 2 신규척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Level 2 리

스크정보활용성 확 를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고 리 수행방법 분석  개선 안 도출을 통하여 최  사고

리 의사결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설계하고 주요 요소 모듈을 구 함으로써 다양하고 복

잡한 사고 개과정으로 인하여 상황 단이 어렵고 사고 처를 해 신속한 단이 요

구되는 사고시 사고 리를 한 최 화 정보는 물론 기존 사고 리지침서와 연계되

는 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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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2)

연구목표 
달성도3)

(%)
비고4)

화재 외부사건 
PSA 
통합분석방법/성
능 평가모델 방안 
도출

- 화재 통합 분석 로그램, IPRO-ZONE  
AIMS-ZONE 개발

- 자동 생성 화재 PSA 모델: 423개 화재구역 정보 
반 , ~6800개 기본 사건 모델

- 주 수계통  복수계통 빈도계산용 불시정지 
고장수목 개발: 171개의 불시정지 원인 모델

30 100

- 화재통합분석 련 1건의 
특허 출원 

- 화재 PSA 정량화 횟수:  기존 
방법은 화재구역수 만큼 
반복 계산 필요(약 200회), 

재 방법은 단 1회 
계산으로 CDF 도출

- 주 수/복수계통 불시정지 
유발원인 악  

원  디지털 고유 
특성에 한 
디지털 I&C PSA 
방법론 조사 연구

- 울진5,6호기 상 디지털 계통/기기의 
운 경험자료 비조사(183건)   베이지안 
통계 로그램(BURD) 개선

- SW 생명주기의 BBN 모델(3계층 NPT 100개) 
개발: KNICS SW 요구 명세 단계에 시범 용

- 다 화 디지털계통의 리스크 향 평가: 다 성 
요도 정량  입증

- 신형 주제어실 특성 분석(5요소)  주제어실 
모캅 실험자료 분석(12회)을 통해 인 오류유형 
11건 비선정

15
100

- BURD소 트웨어 
OECD/NEA제공 

- 실제 원 안 계통 SW에 
용을 해 재 통용 인 

SW신뢰도 정량화 기법 
4가지 조사

- 미국 NRC 탁연구에서 
벤치마크 모델로 사용 

- 다이나믹 모캅  실험: 3가지 
인 오류사건 도출

원 부지 지진재
해도/리스크 결과
분석  지진취약
도에 미치는 열화
요인  특성 평
가

- 기존 수행된 국내 4개 원  부지 상 총 10회의 
PSHA 결과 분석:  입력변수 (최 규모, 리히터 
b값, 감쇄식 등)  결과 비교 분석

- 설비 열화요인 분석  기캐비넷, 변압기 
2종에 한 열화에 의한 취약도 변화 평가

- 국내 원 (고리 1, 월성 1) 설비 열화 상 조사  
DB 작성(고리 1호기 378개, 월성 1호기 152개)

- 국내 원  지진리스크 향 설비 악: 12개 
계통 약 50여종 선정

20 100

- 지진 문가 패  구성 입력 
평가: 지진원 련 4 , 
감쇄식 련 2인의 문가로 
패  구성

- 가동정지 기간  6회의 
장조사를 통한 열화 황 
악

불시정지 련 
인 유발사건 조사 

 분류체계 개발

- 508건의 불시정지이력 분석: 인 오류 유발 
정지는 1차 계통에서 33 건이 발생되었고 2차 
계통에서 68건이 발생

- 표 형 원 에서 발생된 인 유발사건 련 
불시정지 경로 악

15 100

- 인 유발 불시정지 사건 
101건에 한 직무상황, 
발 소 운 상태, 련 계통, 

련 작업/ 직무, 부 한 
인 행 , 련 오류 유형  
인지 기능 상세 분석

- 특허출원 (인과 계 그래  
분석방법)

Level 2 리스크 
불확실성 감, 
리스크 척도(I) 
개발  지원체제 

- Level 2 불확실성 감분야 8건 도출
- Level 2-3 리스크 연계척도 1건 개발
- 최  사고 리 지원체제 SAMEX  요소모듈 

5건 설계

20 100

- ASME PSA Standard 기반 
OPR-1000 LERF모델 
품질평가 

- Level 2-MACCS 연계 

표 4.1 제1차년도 목표 달성도 

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목표 달성도

주요 연구항목별 연구 목표 달성도가 다음 표 4.1~3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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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2)

연구목표 
달성도3)

(%)
비고4)

설계
- 최  사고 리/진단/ 측 요소모듈 2건 

(RI-SARD  SAMS 베타) 개발 

분석체제 구축
- 요소모듈 련 로그램 

등록 3건

총계5)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목
표 

달성도3)

(%)

비고
4)

침수 PSA 모델 
통합 분석 방법 
개발  성능 
평가 시범 모델 
구축 

- 침수 특성을 반 한 IPRO-ZONE  
AIMS-ZONE의 개선  OPR-1000의 상세/선별 
분석용 자동 생성 침수 PSA 모델: 66개 침수 
구역  680건의 기기 정보 반

- 성능 평가 시범모델 개발:울진 3,4호기 불지정지 
고장 수목 개발, 6개 BOP계통의 600여개의 
불시정지 원인 모델

- 불확실성 분석 로그램, MOSAIQUE 개발
- OECD/NEA WGRISK CAPS (PSA for 

Advanced Reactors) 주  

30

100

- OPR-1000의 침수 리스크 
분석 완료

- 울진 3,4호기 6개 BOP 
계통의 트립 원인 악

- MOSAIQUE 련 자동 
샘 링  병렬처리에 한 
2건의 특허 생산, 미국 
NRC를 포함한 해외 4개국 
기술실시

원  디지털 고유 
특성에 한 
디지털 I&C PSA 
방법론 개발

- 1차년도에 수집된 183건의 I&C 기인 
불시정지자료 상세 분석  기사건(55가지)별 
정지변수에 한 ATWS 모델 개발

- 4가지 SW 평가방법론 (생명주기평가, 
테스트기반, 척도기반, 확률모델기반) 원  

용성 평가 완료
- 실제원  안 계통에 용될 디지털 

모듈(CPU모듈, 입력모듈)에 한 결함주입 장치 
 실험방법 개발로 상호감시/자동주기시험 

유효성 평가
- 신형 주제어실의 LOCA, SGTR, ESDE에 한 

실험자료 분석(운 원 9회 훈련을 기록한 
800여분(minute) 비디오 분석)을 기반으로 
인 수행도 정량분석

15 100

- 디지털 I&C 련 불시정지 
원인: PCS 고장 3건

- 미국 OSU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척도기반 평가법

- 결함주입실험방법 특허출원 
- 컴퓨터기반 MCR 

환경에서의 운 원 진단 
오류복구 가능성 증 , 
수행시간은 다소 길어짐

지진취약도 분석

을 한 원  설

비 재료열화모델 

개발  열화 향 

평가

- 국내외 원 열화 DB 구축(1700여건)을 통한 
기기별 열화의 발생빈도와 추이 분석  
재료열화모델 개발(콘크리트 외 3종)

- 국내 최 로 기설비에 한 열화 향 평가  
480V MCC에 해 3종의 입력지진으로 40회 
이상 진동  실험 수행: 취약도수  평가, 
구조 손상 (균열)  기능 손상(화재)모드 도출

- 국내 기존 지진 PSA 모델의 6개 기사건에 
하여 50개 이상의 기기 손상확률을 용하여 

정량화, 민감도  FV 요도 평가 수행

20 100

- 미국 원  열화 빈도  추이 
분석 공동보고서 
출간(KAERI-BNL)

- 진동  실험 결과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기능  
손상모드(화재) 도출

- 캐비넷 지진력 감을 한 
장치: 특허 2종

- 기존 국내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기기고장확률 향 
평가

정비/시험 련 
수행 향인자 분석

- 정/주기 리 지원 시스템 FIXPERTS (fixed and 
periodic test support) 개발,  2발 장 시험 
운  

-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인 오류유형들에 한 
8가지의 국내 고유 수행 향인자를 도출

15 100

- 로그램 등록  
유상기술이

- 빈번한 오류유형과 련된 
75건의  인 유발 불시정지 
사건 재분석 완료

Level 2 리스크 
정보활용 기 체계 

- Level 2 리스크 최 평가 모델 PRiME-L2 
시안설계 1건  불확실성 감분야 3건 정량  

20 100 - PRiME-L2  Level 2 
안해결 련 SCI논문 4편

표 4.2 제2차년도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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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2)

연구목
표 

달성도3)

(%)

비고4)

 리스크 척도(II) 
개발

향평가 
- MAAP기반 불확실성 평가코드 SAUNA(베타) 

개발 1건  MELCOR 기반 PRiME-L2 최 입력 
개발 1건

- 빈도-피폭량기반 L2 리스크 척도 SiRD 개발 1건

- 사고 코드  입력 련 
기술이  3건  코드등록 
2건

- 최 사고 리 기술 련 
SCI논문 1편, 특허 1건

총계
5)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
2)

연구목
표 

달성도3)

(%)

비고
4)

지진 PSA 통합 
분석 방법 개발 

 기기/ 계통 
성능 모델 개발 

 리스크 
모델과의 통합

- 통합 지진 PSA 개발을 한 자동화 소 트웨어, 
IPRO-SEIS, AIMS-ZONE 개발 

- 울진 3,4호기 13개의 BOP계통에 한 불시정지 
고장 수목 개발 

- 범 / 주기 PSA 통합 분석 시스템, OCEANS 
개발 

- FTREX 해외 수출 지속

20 85

- 정보 사방식의 지진 PSA 
자동화 로그램, 
IPRO-SEIS의 로그램 등록 

 특허 진행 
- 울진 3,4호기 BOP 계통으로 

인한 트립 원인 악  
발 리스크/트립 원인 분석 
기반

- 세계최 의 통합 PSA 
솔루션

- 체 70%이상의 공정  
소 트웨어 모듈의 로그램 
등록 

디지털 I&C PSA 
방법론의 원  

용 연구

- 기기고장 자료  안 필수계통에 련 
고장(346건)을 선별하여 58건 상세분석

- 실제 원 용인 KNICS SW개발 자료에 
SW신뢰도 분석방법론 용 평가

- 고장내구성 기법 유효성 정량화를 한 
결함주입실험 수행: 입력모듈 약1만회, 
CPU모듈 약1천회 실험 

- 자동주기시험평가를 한 실험장치 구축
- APR1400용 산화 차서와 소 트제어기에 한 

4가지 유형직무에 한 수행 향 설계인자 도출

15 72

- 베이지안 통계처리 
소 트웨어(BURD) 

매 행 계약  키스탄 
무상공여 (행정처리 )

- BNL 문가 워크  패  
청  NUREG 요청 

NUREG 외부검토 수행
- 결함주입시험 련 특허1건 

출원  FIMAN 
(결함주입실험자동화 SW) 

로그램 등록 정
- 실제 원 용 디지털모듈로 

실험환경 구성 완료

지진재해도 불확
실성 개선  열
화성능 확률모델/
지진 PSA 모델 
개발

- 문가 워크 을 통한 의견수렴  
입력변수개선을 한 논리수목작성: 총 분기수 
2,472개

- 열화성능 확률모델  정착부 열화에 의한 
손모드  성능평가를 한 진동  시험용 

모델 설계/제작 완료( 재 양생 )
- 기존 국내 6개 지진 PSA 기사건에서 10개로 

확장한 상세모델에 한 계층수목, 사건수목  
고장수목 모델 작성

20 73

- 많은 분기수로 인한 
입력오류 방지  용이한 
결과처리를 한 PSHA 

후처리 로그램 
개발/등록

- 국내 최 의 정착부 
성능평가를 한 진동  
실험 

- 고장수목에 지진에 의한 
손빈도 추가

일상직무에 의한 
리스크/성능 

향모델 개발

- 운 원간 Communication Quality 평가를 한 
Communication Similarity ( 화 유사도) 분석 
시스템 개발 

- 인 유발 불시정지 사건과 련하여 빈번히 
발생한 9개의 원자로  터빈 정지신호에 한 
고장수목을 개발 (1200여개의 기본사건 포함)

- 일상직무 수행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 측 

15 81

- 국내 최  개발, 로그램 
등록  특허 출원 추진 

- 분석 차서 련 장 
실무자들에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실제 오류 유형 
분석이 가능한 수 임을 

표 4.3 제3차년도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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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1) 가 치

(%)2)

연구목
표 

달성도
3)

(%)

비고4)

분석 차서를 개발 확인

Level 2 
리스크정보활용 
체계 개발

- Level 2 최  모델(PRiME-L2) 시범용 개발 1건 
- MAAP기반 불확실성 평가코드 SAUNA(버  1.0) 

개발/시범 용 1건
- 최  사고진단/ 측 모듈 3건 (RiSARD, SAMS, 

SSEM 버  1.0) 개선
- 최  사고 진단/ 측 모듈 연계용 사고 해석 

시범 DB(시나리오별)개발

20 84

- PRiME-L2 안 련 
로그램등록 2건

- 사고 진단/ 측 시스템 련 
특허 1건, 기술이  3건 

- SAMEX 개발 기반기술 확보 

총계5) 100 79.9

본 과제의 주요 성과물  하나는 PSA  리스크/성능정보활용을 한 산 코

드들이다. 근래의 환경 변화는 개발되는 산 코드의 검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 검증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즉, 개발되

는 산코드들의 검증 작업을 해 산 코드의 생명주기를 (1) 요구사항 분석 단계, 

(2) 설계 단계, (3) 구  단계, (4) 통합 단계, 그리고 (5) 확인  검증 단계로 나

고, 과제 차원에서 산 코드의 개발 조직과는 독립된 산코드 확인  검증 체

제를 갖출 정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단계별로 개발 문서와 확인  검증 문서를 

생산/ 리할 정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리하기 한 S/W 

리 원회를 설치/운  이다.

검증 작업의 상세 정도는 개발하는 산 코드가 실제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인가, 

인허가와 무 한 것인가와 같은 산코드의 활용처, 요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결정할 정이다. 즉,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코드들의 등 과 각 등 별 확

인  검증 활동의 범 를 미리 결정하고, 등 별로 검증 작업을 차등 용할 정

이다. 

아울러, 일부 산코드는 SMART 등의 신형 원  인허가에 이미 사용되고 있으

며, 이런 경우는 해당 품질보증 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검증을 수행할 

정이다. 그림 3.1에 본 과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산 코드 검증체제가 도식 으

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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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산코드 검증 체제

제 2  련분야 기술발  기여도

그 동안 국내의 PSA  리스크정보활용 연구는 주로 원자력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기

술을 국내 원 에 용하는데 주안 을 두어 왔다. 그러나 본 과제에서 개발하려는 

기술은 리스크/정보활용 분야에 있어 제기 되어온 몇 가지 문제(종합성, 객 성)에 한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술로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 된다.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PSA 통합 분석 기술은 기존의 복잡한 PSA 차를 폭 

간소화하여 PSA 수행의 일 성과 효율성도 획기 으로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아울러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PSA 통합 분석 기술은 신형원자로를 한 

리스크/성능정보활용 설계를 한 모델 개발  산체제 구축에 쉽게 활용될 수 있으

므로 신형로의 설계의 요한 의사결정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디지털 I&C 환경하의 리스크 평가 기술은 신규 원 에 디지털 I&C가 도입되는 근래

의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자  사업자의 디지털 I&C 리스크 평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즉, 국내에 울진 5,6호기에 디지털 안 계통이 설치된 이후로 ARP-1400, 

SMART 등 신규 원 은 모두 디지털계통이 안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있어 이

의 안 성 평가가 시 한 실정이다. 리스크정보활용 체계의 병목 기술 분야인 디지털 

I&C의 고유 특성에 한 정량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PSA 모델  체계로의 

통합, 설계 피드백, 운  개선에의 용 등 많은 기술  기여가 가능하다.  

열화를 고려한 지진 리스크 평가 기술은 가동연수가 늘어나고 있는 국내 원 의 리스

크 평가  감에 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한 세계 으로 강진발생이 빈번해 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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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구조물  시설들의 지진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원

의 경우에도 설계지진을 과하는 지진에 한 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 설계

지진 이상의 지진에 한 안 성 평가 방법으로는 지진 PSA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으며 일본에서도 2007년 내진설계기 을 개감에면서 설계지진 이상의 지진에 한 잔류

리스크(Residual Risk)를 산감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지진 PSA가 가장 

유력하게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지진 리스크 평가기술 

 시스템은 추후 국내 원 의 지진 안 성 확보  설계지진 이상의 지진에 한 안

성을 정략 으로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NEA 분석에 따르면, 인 요인은 체 라스크에 가장 큰 향을 주는 항목으로 알려

져 있다. 특히 PSA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정보활용 운   규제 체계를 극 으로 도

입하고 있는 국내 실에서, 원 의 안 에 큰 향을 미치면서 상 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인 요인에 한 체계 인 평가는 원  리스크 감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된다.

Level 2  사고 리 기술은 원  최종 안 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불확실성으로 리스크정보활용에 제한 으로 사용되어 온  상황에

서, Level 2 리스크 최 평가 기술/모델의 확보는 국내원  리스크정보활용 수 을 제고

시킴은 물론 향후 기 되는 리스크정보활용의 확 용, 원  성능목표 설정  Level 3 

PSA 기반기술에 활용할 수 있다. 최  사고 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SAMEX)은 사고

리를 한 새로운 개념의 선도 기술로서 실시간 사고 리  방사능 재난 비상 응시 

비상요원 의사결정 지원 체제( : KINS AtomCARE)와 연계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 있

음은 물론, 사고 비용 원  MCR  비상 응 TSC(Technical Supporting Center) 요

원 등의 사고 리 모의훈련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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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리스크/성능 평가 기술은 특정 노형에 따라 변화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노형에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들 개발 기술은 가

동 원 만이 아니라 신규 원 , 수출 원  나아가서는 Gen-IV 원 에까지 용 가능

한 기술로 활용 범 가 매우 넓다고 하겠다. 특히 신규 원 (수출 원  포함), Gen-IV 

원  등에서는 리스크평가가 최종안 분석보고서에 들어가는 필수 항목이 됨에 따라 이

들 개발 기술이 리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를 들어 2010년도에는 SMART 설계인증 PSA, Gen-IV 원  PSA 등에 활용될 

정이며, 기타 산업체( , 월성 1호기 PSA, 표 원  RPS/ESFAS STI 연장)  규제 기

 련 업무(규제검증모델 개발, 물리  방호 구역 악)에서도 이들 개발 기술을 활용

할 정이다.

아래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은 각 세부과제별로 간략히 정리하 다. 상세 활용 

계획은 세부과제별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제 1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리스크/성능 통합분석 체제인 OCEANS는 향후 국내에

서 수행될 리스크정보활용의 의사결정을 한 기본 인 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며, 특히 원 에 한 모드/ 범  리스크 로 일을 제공함으로서 리스

크정보활용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 성능 리 시스템은 험도 정보활용에 요한 리스크 증감 인자에 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감시를 한 주요한 툴로서 사용될 수 있

다. 

원 의 BOP모델  종합 리스크모델은 불시정지 감을 한 기본 인 평가 

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사건을 발생 메커니즘 차원에서 악함으로써, 계통/기기의 

요도를 산출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차세  리스크 평가기술의 최  사고경 분석 방법론  수행 도구인 

MOSAIQUE은 결정론 /확률론  안 해석의 통합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가동  

원 뿐만 아니라 미래형 원 의 안 해석의 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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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  리스크 통합 분석 기술 

개발

본 과제의 연구 결과는 향후 2단계 (2010. 3 - 2012. 2 ; 2년간) 연구 목표인 디지

털 I&C의 원  리스크 통합 모델  분석 교범 개발 시 본 단계에서 개발된 결과

물이 직  활용될 것이다. 

한 국내에 울진 5,6호기에 디지털 안 계통이 설치된 이후로 ARP-1400, 

SMART 등 신규 원 은 모두 디지털계통이 안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있어 

이들 원 의 리스크 평가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의 극 인 활용과 함께 

추가 인 방법론 검증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스크정보활용 체계의 병목 기술 분야인 디지털 I&C의 고유 특성에 

한 정량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PSA 모델  체계로의 통합, 설계 피드백, 

운  개선에의 용 등 많은 활용이 가능하다. 

제 3  열화성능 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

본 연구를 통하여 지진리스크 평가체계  툴을 확보함으로써 지진 PSA, PSR, 

USI A-46 문제의 해결  계속운  등에서 신뢰성 있는 지진리스크를 효과 으로 

산정하여 원 의 지진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 신뢰성 있는 성능기반 설계 

기술의 입력자료 제공을 통해 안 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효율  원  운 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원 뿐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사용후 핵연료 

장시설 등 기타 원자력 시설물의 지진 안 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 재

난방지  응을 한 사회간 자본시설의 지진 안 성 평가와 산업시설  설비

에 한 지진 안 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 4  인 유발사건의 리스크/성능 평가 기술 개발

본 과제의 연구 결과는 일차 으로 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차세  PSA 방법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기술 개발’을 해 필수 인 일상직무 련 ‘인 유발사

건의 리스크/성능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일상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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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오류유형 분석방법과 원  성능 향 분석모델을 활용한다면 원 의 리스크나 

성능에 큰 향을  수 있는 요한 일상직무들을 체계 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인 오류 발생 가능성을 감화시키기 한 개선책 도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  경제성 향상에 직 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외에, 향후 환경변화에 

비한 기반기술 제공 측면에서, communication 분석기술은 지 까지 국내 HRA 

수행에 있어서 상 으로 크게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PSF 분석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형 주제어실의 설계/평가를 한 기술  근거  기반기술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제 5  Level 2  리스크 최 평가  활용기술 개발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Level 2 최 평가 시범모델  사고 사고경  불확

실성 평가체제의 경우 원  사고 리스크에 한 효과 인 리  리스크정보

활용 Level 2 규제 검증용 리스크 모델 개발 시 핵심 기반기술로의 활용이 가능하며, 

나아가 원  리스크정보활용 분야에 Level 2 리스크 정보에 한 추가 인 활용성 확보 

 미래형 원  성능목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한,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최  사고 리  의사결정 통합지원시스템의 경우 

원 장 사고 리를 한 효과 인 지원도구로의 활용은 물론 규제기 에서 운

용 인 실시간 방사능 방재 책 기술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상사고 시 의사결정 지

원용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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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는 각 세부과제별로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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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의미 비고

AI Analog Input

AIMS-PSA
Advanced Management System for 

PSA
PSA 통합 소 트웨어

AIMS-ZONE
Advanced Management System for 

PSA-ZONE

사(mapping)정보를 이용한 

고장수목 자동 생성 로그램

AIRS Advanced Incident Reporting System
IAEA에서 운 인 인 오류 련 

DB 이름

APR1400 Advanced Pressurized Reactor 1400

ARM Advanced RISC Machine ARM사에서 만든 processor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

AtomCARE

Atom Computerized technical 

Advisory system for a Radiological 

Emergency

장지휘센터 비상 응 과정에서 

규제 기  내 설치되어 이용되는 

원격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과기부에서 육성 인 세계  

재난 리 랜드

ATWS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V Audio Video

BBN Bayesian Belief Network
베이지안 망, 인과 계 나타내는 

시스템 모델링 기법

BNL Brookhaven Nation Laboratory 미국 Brookhaven 국립연구소

BURD Bayesian Update for Reliability Data
베이지안 통계처리 소 트웨어 

패키지

CANDU CANada Deuterium Uranium 수로형 원

CCF Common Cause Failure 공통 원인 고장

CDF Core Damage Frequency 노심손상빈도

CNSC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캐나다 원자력 안  원회

COMPSIS
Computer-based Systems Important 

to Safety

OECD/NEA 디지털기기 고장자료 

수집 로젝트명

CPS Computerized Procedure System 산화 차서

CREAM
Cognitive Reliability and Error 

Analysis Method

HRA 수행을 해 제안된 

방법으로 견  분석이 가능함

CSAU
Code, Scaling, Accuracy, and 

Uncertainty
미국의 최  열수력 분석 방법

CST Condensate Storage Tank

부록 1: 주요 약어 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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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의미 비고

D3 Diversity and Defence-in-Depth

DCS Distributed Control System 분산제어 시스템

DPPS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EBP Extra Budgetary Project IAEA의 공동연구 로그램

EDG Emergency Diesel Generator 비상디젤발 기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미국 력연구원

EQESRA EQE Seismic Risk Analysis
미국 EQE에서 개발한 

지진리스크정량화 로그램명

ESDE Excess Steam Demand Event

ESFAS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ET Event Tree 사건수목

FIXPERTS Fixed and Periodic Test Support
원  정기  주기시험 리 

지원을 한 시스템

FIMAN Fault Injection Manager
결함주입 실험 자동화를 한 

소 트웨어 팩키지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RS Floor Response Spectrum 층응답스펙트럼

FT Fault Tree 고장수목

FTREX
Fault Tree Reliability Evaluation 

eXpert
고장수목 정량화 엔진

GIF 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GRA Generation Risk Analysis

GRS
Gesellschaft fur Anlagen- und 

Reaktorsicherheit 
독일 원자력 규제기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HERA
Human Event Repository and 

Analysis

미국 NRC  INL에서 공동 개발 

인 인 오류 련 DB

HMI Human Machine Interface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운 원이 

사용하는 경보기기, 정보기기  

제어기기를 통칭

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 

(Assessment)

PSA 한 분야로 주어진 직무를 

운 원이 실패할 가능성을 평가

HSI Human System Interface

HMI에 비하여 의의 개념으로 

단순한 경보기기, 정보기기  

제어기기 뿐 아니라 운 원이 직무 

수행을 해 사용하는 모든 

기기/시스템/ 차서를 통칭

HuRAM
Human related Event Analysis 

Method

KINS에서 인 유발 불시정지 

사건의 원인 분석을 해 개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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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의미 비고

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계측제어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CDE
International Common Cause Data 

Exchange

공통원인고장 자료 교환을 한 

국제공동 연구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 마국 Idaho 국립연구소

IPRO-ZONE
Interface program for constructing 

zone effect table
화재구역 정보 자동생성 로그램

IPRO-SEIS Interface program for SEISmic event 지진 정보 자동생성 로그램

ITARIA Integrated Tool to Aim at RIA 리스크정보활용 성능지표 로그램

JNES
Japan Nuclear Energy Safety 

Organization
인본원자력규제기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국원자력연구원

KEPRI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한국 력공사 력연구원

KHPES
Korean 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국내 원 에서 

발생된 인 오류의 원인분석을 

해 개발한 시스템

KHNP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한국수력원자력(주)

KINS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KNICS
Korean Nuclea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KRDB Korea Reliability Data Base 한국 원  신뢰도 데이터 베이스

LBLOCA
Large Break Loss Of Coolant 

Accident
형 배 단 사고

LER Licensee Event Report
미국 원 에서 주요 사건 발생 시 

NRC에 보고하는 자료 

LERF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량 조기 출 빈도

LLRF Large Late Release Frequency  량 후기 출 빈도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상실사고

LRF Large Release Frequency 량 출 빈도

MAAP Modular Accident Analysis Program
세계 인 상용 사고 종합 해석 

코드

MACCS
MELCOR Accident Consequence 

Code System 
소외 리스크 평가 코드

MCC Motor Control Center 모터제어반

MCR Main Control Room 주제어실

MCS Minimal Cut Set 최소단 집합

MIDAS
Multi-purpose IntegrateD Assessment 

code for Severe accident
사고 종합 평가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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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의미 비고

MFW Main Feed Water 주 수

MOSAIQUE
MOdule for SAmpling Input and 

QUantifying Error

최 열수력 분석 자동화용 

로그램

NEA 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기구

NETEC
Nuclear Environment TECnology 

institute
원자력환경기술원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원자력규제 원회

NPT Node Probability Table
BBN에서 노드간의 계를 정리한 

표

OPDE
OECD/NEA Piping failure Date 

Exchange

OECD/NEA 배  손 자료 

교환을 한 국제공동연구

OPERA
Operator Performance for Reliability 

Analysis

KAERI가 원자력 2차 장기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인 수행도 

DB

OPIS
Operational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

불시정지 사건에 한 원인  

응조치 등을 리하는 DB

OPR-1000 Optimized Power Reactor-1000 한국 표 형 원

OSU Ohio State University

PAB Primary Aux. Building 보조건물

PEPSE
Performance Evaluation of Power 

System Efficiencies

터빈사이클 시뮬 이션을 해 

개발된 상용 로그램 명칭

PiSA
Probabilistic Instrument  Signal 

Analyzer
확률론  계측신호분석기

PM Processor Module

PRiME-L2
Probabilistic Risk Model Enhanced 

for Level 2

PRA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확률론  험도 평가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확률론  안 성 평가

PSI Paul Scherrer Institute 스 스 연구기

PCS Plant Control System

PSF Performance Shaping Factor

운 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훈련수 이나 차서 수  등과 

같이 직무의 수행도에 직 인 

향을  수 있는 인자들을 통칭

PSHA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석

PSR Peridoc Safety Review 주기  안 성 평가

RCS Reactor Coolant System 원자로 냉각재계통

RePS Reliability Prediction System

RGM Reliability Grow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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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의미 비고

RI-SARD 

Risk-Informed SARDB (Severe 

Accident Risk Data Base) 

Management System

험인지 SARDB 리 시스템

RSWG Risk & Safety Working Group OECD/NEA 산하의 워킹그룹

RIR&A
Risk-informed Regulation and 

Application
리스크 기반 규제  응용

RM Risk Management 리스크 리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SAMEX
Severe Accident Management 

Support EXpert

SAMG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사고 리 지침서

SAMS
Severe Accident Management 

Simulator (MAAP-based)
사고 리 시뮬 이터

SARDB Severe Accident Risk Data Base 사고 리스크 데이터베이스

SAUNA
Severe Accident Risk UNcertainty 

Analysis Framework

SGTR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증기  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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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리스크/성능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개발된 방법론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발된 시스템을 통한 원전의 리스크/성능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다

음의 세부 항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 전범위 PSA 통합 자동 정량화 시스템

○ 통합 PSA 정량화 시스템, OCEANS 설계 및 주 프로그램 AIMS-PSA 개선

○ 화재/침수 PSA 자동생성 방법 및 프로그램 IPRO-ZONE, AIMS-ZONE 개발

○ 지진 PSA 자동화 방법론 및 프로그램 IPRO-SEIS 개발 및 AIMS-ZONE 개선

○ 화재 시 케이블에 의한 오동작 모델방법 개발

○ 화재 PSA자동화용 DB구축 및 결정수목 방법론 개발

○ 정지/저출력 PSA자동화 방법론 개발

○ 2/3단계 PSA 자동 연계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및 시범 프로그램 개발

2. BOP 모델 및 종합리스크 모델 개발

○ 388건의 불시정지 이력 원인별 분석 및 주요 분석대상 선정

○ 불시정지 모델의 상위로직 개발

○ 16개 계통의 불시정지 고장수목 작성

○ 고장수목을 이용한 실패 빈도 평가방법 개발

3. 리스크/성능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 OPDE, ICDE의 배관 손상 및 공통원인 고장자료 수집/분석

○ 4개의 리스크/성능 평가요소별 평가척도 및 적용분야 연계 분석

○ 성능척도 분석 프로그램 ITARIA 시범 프로그램 완성

○ 위험도 정보활용의 성능감시 방법론 개발

4. 차세대 리스크 평가기술

○ 최적 사고경위 평가 방법론 개발

○ 희소사건 가정을 위배하는 고장수목의 정량화 방법 개발

○ 최적 사고경위 평가 코드, MOSAIQUE 개발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리스크, 성능, PSA, 통합시스템, 외부사건, 최적평가

영어
Risk, Performance, PSA, Integrated system, External event,

Best Estimation



요 약 문

Ⅰ. 제목

리스크/성능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기술은 출력증강, 계속운전과 함께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3대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기술은 규제의 효율성

제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투자 저감 등을 통하여 원자력 산업의 경제성을 극대화하려 하

고 있다.

리스크 정보 활용은 그 범위/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서는 내/외부사건을 통합하여, 전출력/정지저출력과 같은 전범위 리스크 및 지진/화재/홍

수의 외부사건에 의한 리스크 통합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의 효율적 국내 도입을 위해 객관적/종합적 리스크/성

능 통합 분석 체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미국은 차세대 리스크 평가기술을 접목한 통합 리스크 분석 시스템 및 리스크/성능 관

리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그 동안의 발전된 리스크 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리스크/성능 평가 및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요구

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개발의 내용은 다음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 전범위 PSA 모델의 통합 및 자동 정량화 시스템 구축

정확하고, 종합적인 원전 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내부사건, 외부사건(화재, 지진, 침수)

및 정지저출력 PSA 모델들을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전범위 PSA 통합 방법론 및 자



동 정량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 BOP 모델 및 종합 리스크모델 개발

리스크를 유발하는 성능 요소에 대한 성능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성능 향상을 통한 리

스크 저감 기술을 개발하며, 초기사건을 유발하는 기기를 체계적으로 고장수목으로 개발

하여 각종의 리스크 인덱스를 제공함으로서 리스크 정보활용/규제의 의사결정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 리스크/성능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리스크 정보 활용을 위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하여 리스크

와 성능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리스크/성능 통합 모델 및 관리 시스템을 구

축한다.

- 차세대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리스크 평가의 불확실성 저감을 위하여 리스크 평가를 위한 최적 열수력 분석 체계의

기술 기반을 구축한다.

PSA 모델의 정량화 방법 중 희소사건 가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고장수목의 모델

링 방법을 개발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는 전범위 PSA 통합 자동 정량화 시스템 구축, 원전 BOP 모델 및 종합리스크

모델 개발, 리스크/성능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차세대 리스크 평가기술 개발의 4개의

주요 세부 영역으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다.

PSA 통합 자동 정량화 시스템 구축에서는 통합 시스템인 OCEANS 체계의 주요 기능

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화재/홍수/지진 PSA를 자동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프로그램이 완

성되었으며 OCEANS의 주 엔진인 AIMS-PSA의 현대화를 완료하였다.

원전 BOP 모델 개발분야는 원전 2차측의 불시정지를 유발하는 하드웨어 계통에 대한

고장수목을 완료하였으며, 불시정지 고장수목의 빈도 산출방법을 개발하였다.

리스크/성능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는 다양한 위험도 정보 활용에 대한 성능

감시 방법론이 개발되었으며, 성능통합 관리시스템의 기본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차세대 리스크 평가기술 개발에서는 고장수목 평가의 난제였던 희소사건 처리 방법을

개발하여 국내 고장수목 정량화 프로그램에 이식하였으며, PSA 사고경위의 최적 평가를



위한 결정론/확률론 통합분석 방법의 방법론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MOSAIQUE 코드가 개발되어, 국내 주요 원자력 기관 및 NRC를 포함한 국외에서 사용

되고 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리스크/성능 통합분석 체제인 OCEANS는 향후 국내에서 수

행될 리스크 정보 활용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며, 특히 원전에 대한 전모드/전범위 리스크 프로파일을 제공함으로서 리스크 정보활용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통합 성능관리 시스템은 위험도 정보활용에 중요한 리스크 증감 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능 감시를 위한 주요한 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원전의 BOP모델 및 종합 리스크모델은 불시정지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평가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초기사건을 발생 메카니즘 차원에서 파악함으로써, 계통/기기의 중요도를 산

출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차세대 리스크 평가기술의 최적 사고경위분석 방법론 및 수행 도구인 MOSAIQUE은

결정론적/확률론적 안전해석의 통합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가동중 원전 뿐만아니라 미래형

원전의 안전해석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Integrated Assessment System of Risk and Performanc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With the technology of reactor power uprate and life extension, risk informed

regulation/application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three major technologies that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uclear industry. The nuclear industry are continuing

their works for maximazing the economical efficiency, trying to apply risk informed

regulation and application for reducing unnecessary burden in the regulation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nuclear power plant.

As the RIR/A extend theirs application areas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a more precise and wide scope of a PSA models are requested

to enhance a decision for both safety and economy of a nuclear power plant . The

scope of a PSA include the all mode of plnat operation and external events such as

fire, flood, and seismic event.

Currently, US are developing an automated computational system for all mode and

all scope of PSA and risk/performance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To be

the world best, Korea is also required to develope next generation systems for

risk/performance analysis and maintenance system for all mode and scope of a NPP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y of the risk assessment of a nuclear power plant.



Ⅲ. Scope and Contents

This study was composed of four main topics. These are development of

consolidated all mode and scope PSA model generation system, development of

integrated PSA model including the reactor trip analysis model, development of

risk/performance maintenance and monitoring system, and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risk assessment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a consolidated all mode and scope PSA model generation

system, the methodology for automatic generation and consolidation of various PSA

model are developed to make a computational program, named as OCEANS (On-line

Consolidator and Evaluator for All mode and scope PSA of Nuclear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PSA model including the reactor trip analysis model, a

methodology of SSC failure frequency generation by fault tree are studied and fault

trees for SSCs of BOP(balance of plant) are developed.

For the development of risk/performance maintenance and monitoring system, a

methods of performance monitoring for various RIAs and basic algorithm for

risk/performance maintenance system are studied.

Finally, a method for the treatment of unrare SSC failure event in FTA and new

accident sequence analysis methods are developed as the next generation risk

assessment methodology.

IV. Result

The developments result for the 4 main topics are as follows

For the development of consolidated all mode and scope PSA model generation

system, OCEANS, a methodology for data link between internal PSA model and

external PSA models was developed to program the architecture of the OCEANS.

Also, the main program of OCEANS, AIMS-PSA was modernized to make it a

project based data structure.

In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PSA model including the reactor trip analysis



model, a method of failure frequency generation by using fault tree was developed

and the fault tree models for SSC of BOP was completed

In the area of the risk/performance maintenance and monitoring system, a method

of performance monitoring and basic algorithm for performance maintenance system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sensitivity analysis of input parameter for PSHA was performed

to derive the dominant parameter affect to the large uncertainty of PSHA results.

The un.

V. Proposal for Application

We expect that the consolidated all mode and scope PSA model generation system,

OCEANS can be a base tool for domestic RIR/As by providing risk profiles for all

mode and scope of nuclear power plant.

The risk/performance monitoring and maintenance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specific RIA by providing main risk factors such as importance measures and

monitoring strategy.

The BOP fault tree model can be used as a mechnistic failure analysis model for

NPP trip by which a component/system importance in the sense of risk can be

investigated systematically.

The new accident sequence analysis method and program, MOSAIQUE can be

applied to the consolidated safety analysis by integrating deterministic and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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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근래까지는 전출력 내부사건에 대한 리스크 정보에 따라 리스크정보활용이 이루

어져 왔으나, 향후의 리스크정보활용은 지진, 화재, 홍수 등의 외부사건 및 정지저

출력 중의 리스크를 포함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PSA 모델의 개발 방식은

각 PSA 범위(Level-1/2/3 내부사건/외부사건, 전출력/정지저출력)별로 다른 방법으

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량화의 많은 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내

부사건 PSA 모델을 기반으로 PSA 범위별 다른 정보를 모듈화하고 연계하여 전범

위 PSA 모델을 통합하고 자동 정량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기존 방법의 비

일관성/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PSA 분석 능력과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

이는 기술이다. 또한 종합적인 리스크/성능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리스크 모델과 성

능 평가 모델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리스크/성능 분석 체계가 필

요하다. 리스크/성능통합분석 시스템 개발은 리스크 종합 모델과 성능 모델을 개발

/통합분석 할 수 있는 방법론과 전산 체제를 개발하는 연구이다. 아래 그림은 리스

크/성능통합모델과 리스크/성능정보활용과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리스크/성능통합분석 모델과 리스크/성능정보활용의 연계 관계

GEN IV등의 신형원자로의 설계 및 안전해석에서는 기존의 3세대 원자로에의 설



계에서 적용하여왔던 방법과는 달리, 결정론적/확률론적 안전 평가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개념 설계 시점부터 이용한다. 본 과제에

서는 이러한 미래형 원전에 대한 설계의 지원을 위해 결정론적/확률론적 방식의 안

전성 평가를 통합하는 방법론 및 전산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서 기존 원전 및 미래형

원전의 설계 및 안전해석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리스크 정보 활용(Risk Informed Regulation and Application)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열수력 분석 등의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및 기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원전의 정량적 리스크 정보를 이용하

여, 원전의 안전성을 비용-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각 국가의 규제 정책의

기반으로 정착되고 있다.

미국 NRC(Nuclear Regulation Commission)는 Initiating Event, Mitigating

System, Barrier Integrity, Public Radiation Safety, Physical Protection 등 7개의

cornerstone에 대한 성능을 감시하여 원자로 안전, 방사선 안전, 원전 방호 3개 분

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체계(Reactor

Oversight Process: ROP)를 갖추고 있다. 미국 NRC은 Risk Informed/Performance

Based Regulation(RIPBR)을 규제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미 원전의 규제, 설계, 운영 및 물리적 방호 등 여러 분야에서 위

험도 정보를 주요 의사 결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이외에도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원자력 선진국 및 국내의 원자력 산업계에서도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여 원

전의 운전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이의 도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

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원자력 안전정책성명에서 리스크정보를 활용한 규제 도입을 천명하

였으며, 2001년 및 2006년도에 수립된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에서도 리스크 정보를

이용한 규제 제도의 국내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INS는 2006년부터 리

스크정보 활용규제 이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원전의 설계, 운영 및 규제 기술은 원전의 안전



성 및 경제성을 가장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

아 기술 발전이 가장 빠른 분야이며, 향후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신규 원전의 지

속적 건설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국내에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이다.

국내외 리스크 정보 활용 분야에서는 리스크 정보 활용 가동중 검사(RI-ISI :Risk

Informed In-Service Inspection)나 리스크 정보 활용 기술지침서 최적화(RI-TS :

Risk Informed Technical Specification Optimization) 등에서 전출력 내부사건에 대

한 1단계 및 2단계 PSA(Level 1 & 2 PSA) 결과만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

국 NRC는 차등품질보증(GQA: Graded Quality Assurance) 등에 리스크 정보 활용

분야를 적용하기 위하여 외부사건 PSA 및 정지저출력 PSA까지 포함한 전범위 리

스크를 평가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미국

등에서는 화재 및 지진 분석 방법론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며, 이후 정지저출

력 PSA 방법론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여 원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비규

정(MR: Maintenance Rule) 및 ROP의 사고완화계통 성능지표(MSPI : Mitigating

System Performance Indicator) 등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내 역시 고리 3,4

호기를 대상으로 정비규정 시범 적용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험주기 등의 기술지침

서 최적화와 같은 리스크 정보 활용 분야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현재의 PSA 분석에서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다양한 PSA

범위마다 분석 방법이 다르며, 각 PSA 범위 간에도 모델 및 자료가 체계적으로 연

계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정량 분석에만도 수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 외에는 정량분석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리스크 정

보 활용을 위한 분석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각 PSA

범위간 모든 모델 및 자료를 서로 연계하는 방법론 및 전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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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ASME PSA 표준에 따르면, 리스크 평가의 정확성 및 적용범위에 따라

리스크 정보 활용의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특히 차등품질보증(GQA) 등 Option 2

단계에서는 전범위에 대해 PSA 품질을 확보하여 리스크 정보 활용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출력 내부사건에 대한 1단계 PSA에 대한 방법론 및 전산체계

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지진 및 화재 등의 외부사건 PSA 및 정지저출력

PSA 분야는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전출력 내부사건 PSA와 하나의 Frame으

로 통합하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미국의 산업체(EPRI Nuclear Strategic

Plan)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의사 결정 과정(the objective

and integrated risk-informed/ performance -based decision making process)”의

부재를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리스크/성

능 정보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다.

Large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설계 기준 재설정 등 Option 3 분야에서

는 리스크 평가의 정확성뿐만이 아니라 열수력 분석 등 결정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열수력 분석은 기존의 설계기준 사고에 대한 해석에서 다루

어진 것과는 달리 다양한 상황에 대해 분석이 수행되며 불확실성을 고려한 의사결

정이 요구되고 있어, 리스크 정보활용을 위한 최적열수력 분석 기술 개발 필요성이

시급하다.

성능 변화는 원전의 리스크 변화를 유발하므로 이와 같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전의 성능 감시 방법은 목적에 따라 개



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계통 성능 감시 수단인 사고완화계

통 성능지표(MSPI)와 정비규정(MR)은 서로 다른 방법과 지표를 사용하여 같은 계

통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결여된 결과를 나타내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일관되고 통일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원전의 성능은 리스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지금까지 성능과 리스크를 결합한

정량적 분석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았다. 성능저하는 원전정지로 이어지고 이는 원

전의 리스크 증가로 귀착되기 때문에 성능과 리스크를 통합 평가하여 리스크를 원

천적으로 저감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 분석/평가 기술의 개발로

성능과 리스크의 중복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리스크/성능 정보활용을 위한 리스크 분석, 성능 감시에는 많은 노

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리스크와 성능을 종합적으로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의 간편화

를 통해 다양한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이 규제 및 산업 현장에 쉽고도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리스크/성능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개발된 방법

론에 의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며, 생산된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전의 성능/리스크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다음의 세부 항목에 대한 주요 연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범위 PSA 통합 자동 정량화 시스템

○ 화재/침수 PSA 자동생성 방법 및 프로그램 IPRO-ZONE, AIMS-ZONE 개

발

○ 지진 PSA 자동화 프로그램 IPRO-SEIS 개발 및 AIMS-ZONE 개선

○ 화재 동시 및 다중전파 알고리즘 개발

○ 화재 PSA자동화용 DB 및 결정수목 방법론 개발

○ 정지/저출력 PSA자동화 방법론 개발

○ 2/3단계 PSA 자동 연계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및 시범 프로그램 개발



- BOP 모델 및 종합리스크 모델 개발

○ 388건의 불시정지 이력 원인별 분석 및 주요 분석대상 선정

○ 불시정지 상위로직 개발

○ 16개 계통의 불시정비 고장수목 작성

○ 고장수목을 이용한 실패 빈도 평가방법 개발

- 리스크/성능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 OPDE, ICDE의 배관 손상 및 공통원인 고장자료 수집/분석

○ 4개의 리스크/성능 평가요소별 평가척도 및 적용분야 연계 분석

○ 성능척도 분석 프로그램 ITARIA 시범 프로그램 완성

- 차세대 리스크 평가기술

○ 최적 사고경위 평가 방법론 개발

○ 희소사건 가정을 위배하는 고장수목의 정량화 방법 개발

○ 최적 사고경위 평가 코드, MOSAIQUE 개발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현황

리스크정보활용 규제는 과기부가 2002.3에 중점과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

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규제기관 및 산업체가 정비 규정

(Maintenance Rule)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KINS는 “리스크정보활용 이행 계획”

을 준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국내에 리스크정보활용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준비 중인 “원자력안전종합

계획(안)”에서도 중점과제로 “리스크정보활용 안전규제체계의 수립/이행”이 포함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성 확인체계의 선진화” 등 다른 중점과제에서도 리

스크정보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체도 지난 몇 년간 리스크정보활용 가동중검사(RI-ISI), 격납건물 누설률 시

험(ILRT) 주기의 연장 및 기술 지침서 개정(AOT, STI 연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

여 오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국내 연구 기관도 지난 1/2차 중장기를

통하여 리스크/성능정보활용을 위한 기반 기술 및 국내 고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작업 등을 수행해 왔다.

국내의 리스크 평가 및 활용 기술은 전반적으로는 미국에 접근하는 수준이다. 성

능 정보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성능감시의 일환으로 정비규정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나, 미국의 경우는 정비 규정 외에도 사고전조분석(Accident Precursor

Analysis) 등 다양한 성능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리스크/성능정보활용 분야는

전체적으로 미국에 비해 5-10년 정도 뒤 늦게 따라가고 있는 단계이다. 국내에서의

신형원자로에 대한 리스크/성능기반 설계체제는 개념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체제 및 분석 시스템의 개발은 미진하다.

제 2 절 국외 현황

근래까지 리스크/성능정보활용에서는 Level 1과 부분적 Level 2 내부사건 PSA



결과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NRC가 정비규정에 외부사건(화재, 지진, 홍수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NRC Draft RIS-2008-XX], 2009.3 이후에는 모든 리스

크/성능정보활용에서 화재와 같은 외부 사건의 영향도 평가하기를 요구하고 있

다.[US NRC RG 1.200, An Approach for Determining The Technical Adequacy

of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Results for Risk-Informed Activities , Rev.2,

Mar.,2009].

또한 기존에는 신형원전에 대한 PSA 수행 범위가 일반적으로 전출력/내외부사건

/Level1-2 PSA수준이었으나 NRC는 신형원전의 설계인증 요건으로 리스크 평가 범

위를 아래의 표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포함(All Mode/All Hazard/Level 1-3

PSA)하여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US NRC, Interim Staff Guidanc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Information to Support Design Certification and

Combined License Applications].

Mode
분석 범위

원인별
분석대상

Level 1 Level 2 Level 3

전출력
내부사건 노심손상

격납건물
파손빈도

환경
위해도

외부사건(화재/침수
/지진 등)

노심손상
격납건물
파손빈도

환경
위해도

정지/
저출력

내부사건
노심손상
핵연료손상

격납건물
파손빈도

환경
위해도

외부사건(화재/침수
/지진 등)

노심손상
핵연료손상

격납건물
파손빈도

환경
위해도

표 3 리스크 평가 범위의 변화

이와 같은 분석 평가 범위의 확대에 따라 NRC는 앞으로 외부사건 PSA, 정지/저

출력 PSA, Level-2/3 PSA까지 전체적인 PSA 수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리스크/성능정보활용 규제에 활용할 계획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리스크 분

석을 위한 초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Idaho 국립연구소는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에 대비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리스크정보활용 안전여유도 특성화(Risk-informed Safety Margin

Characterization)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RonaldoSzilard, "U.S. LWR Sustainability

Program," NUTHOS-7, 2008]

아울러 DOE/NRC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NGNP Report to Congress,



2008.8]에 향후 단기간에 건설될 원자로 관련한 규제 기반을 리스크/성능정보활용

기반으로 하는 것을 주요 Option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는 리스크/성능정보활용이

가동 중 원전만이 아니라 향후 신형 원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을 의미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신형원전 설계인증 요청 시 PSA 및 정비규정 등 성능 감시

방안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공동연구(GIF)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Gen-IV 원

자로의 개발 분야에서는 리스크/성능이 설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리스크/성능기반 설계 체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

계기준에 따른 결정론적 분석방식에서 탈피하여, 결정론/확률론적 방식의 융합을 통

한 종합적 설계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EPRI의 리스크종합분석 프로그램 소개 자료이며, 이와 같은 PSA

분석 범위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성능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 및 전산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현재,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모델 및

전산체제의 개발은 세계적으로 미비하다. 미국 EPRI도 아래의 그림에 나와 있는 바

와 같이 본 과제보다 1년 늦게 2008년에 동일 목적을 갖는 리스크종합분석 전산 체

제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림 2 리스크종합분석 프로그램 소개 자료

현재 미국 NRC는 ROP(Reactor Oversight Process) 등을 통하여 성능기반규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미국 산업체는 GRA(Generation Risk Analysis)와 같은

성능평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그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

나 근래에 들어 Integrated Risk Management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원전 운영 전반

을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성능기반규제 체제는 상당 부분 미국 현안 발생에 따라 기존 체제를 보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규제 요소간의 불일치 등 몇 가지 개선 사항이

도출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다.



Mode Hazards  
Level Level 1 Level 2 Level 3

Full 
Power

Internal CDF CFF(LERF+LLRF) Fatality

External (Fire, 
Flood, Seismic)
(+ Tsunami ?)

CDF CFF(LERF+LLRF) Fatality

Shutdown

Internal CDF CFF(LERF+LLRF) Fatality

External  (Fire, 
Flood, Seismic

CDF CFF(LERF+LLRF) Fatality

그림 1 PSA 수행 범위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전범위(내/외부사건, 전출력/정지저출력) PSA

모델의 통합 및 자동 정량화 시스템 구축

현재 국내 PSA에서 리스크 정보 활용에서는 1단계 PSA의 결과인 노심손상빈도

(CDF : Core Damage Frequency)와 2단계 PSA의 결과인 조기대량누출빈도(LERF

: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전출

력 운전중에 발생하는 발전소 자체의 내부사건에 화재 및 침수를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스크 정보 활용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정확한 PSA 평가를 요구하고 있

으며, 점진적으로 지진 및 다른 가능한 사고 원인을 포함하며, 정지운전중에 발생하

는 사고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래 그림은 포함되어야할 PSA

수행 범위인 Full scope(Level-1, 2, 3), all modes(Full power, shutdown), all

hazards(internal, fire, flood, seismic)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든 리스크를 고려하기 위하여 PSA는 매우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분야

의 결과를 결합하기 위하여 전문지식뿐이 아니라 매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

어야 한다. PSA는 전문지식이 필요함은 물론 노동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

내외 모두 리스크 정보활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PSA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형



그림 2 OCEANS 개념도

편이다.

전범위 통합 및 자동 정량화 시스템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PSA 모델 개발 및

분석을 자동화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시스템은

OCEANS(On-line Consolidator and Evaluator of All mode risk for Nuclear

System)라고 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전범위 PSA를 평가하기 위한 모듈들로 구성

되어 있다.

OCEANS의 개발은 차기단계까지 계속되며, 이 번 단계에서는 Level-1 PSA 통합

개선 및 소프트웨어 개발, Level-2/3 연계 방법 수립, 정지저출력 PSA 분석 방법

수립, 화재/침수/지진 PSA 통합 방법 수립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로 수행되고 있

으며, 다음 단계에서 Level-1/2/3 통합 완료, 정지저출력 통합 소프트웨어 완료, 리

스크 정보 활용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어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

이다.

1.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통합 분석 소프트웨어 AIMS-PSA2 개발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분석은 PSA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전 단계에서 개

발된 AIMS-PSA는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분석용으로 필요한 기능은 대부분 가지



고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새로 개발되는 OCEANS의 핵심 모듈로

사용하기에 문제가 있었다.

l 수행 메뉴가 직관적이지 않아 사용이 불편하다.

l 예전의 Visual Basic 6로 개발되어, 최신 소프트웨어 기법을 도입하기가 어렵다.

기존 AIMS-PSA로서는 OCEANS의 지속적인 개발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IMS-PSA version 2를 다음을 중점으로 새롭게 개

발하였다.

l User-interface를 직관적으로 개발

l 개별적으로 작동하던 사건수목, 고장수목, 결과 검토 모듈을 하나로 통합

l PSA 모델의 정량화 및 검토 기능을 강화

l 외부사건 PSA 분석과 관련된 모델 변경 기능 개발 (이는 다음 절에 설명되는

공통 연계 모듈 SIMA에서 상세히 기술됨)

l 최신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기 위하여 Visual Basic 2008로 재개발

AIMS-PSA에서는 최신 소프트웨어 기법을 도입하여 Visual basic 2008로 재개발

하였으며, Project explorer와 docking window 개념을 도입하였다. 아래는 docking

window에 따라 화면을 자유롭게 이동 및 분할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AIMS-PSA의 작업화면 예제

Project explorer는 AIMS-PSA에서 PSA 모델 관리 및 분석을 직관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능이다. 위의 그림에 나타나듯이 화면의 왼편

에 project explorer가 위치한다. Project explorer에는 관련 모든 모델이 그룹별로

분류되어 주어진다. 이로부터 모델을 열고, 수정하는 작업을 함은 물론, 필요한 분

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Project explorer를 이용한 모델 관

리 및 분석 기능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델 관리는 모델의 생성, 수정, 보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사건수

목, 고장수목, 자료와 관련된 모델이 입력되면, 다음은 이들 모든 모델을 통합하고

오류를 검토하는 기능인 integration을 수행한다. Integration에서는 모든 모델을 하

나로 합쳐 하나의 고장수목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Result 메뉴에서는 정량

화를 수행하며,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AIMS-PSA에서 모든 기본적인 모델 관리 및 분석이 Project explorer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모델과 관련된 정보가 project file에 저장된다. 따라서 언제든지 project

file을 여는 것으로 모델에 관한 정보가 다시 project explore에 표시되고, 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재평가가 매우 단순해지

는 장점이 있다.



3) Integration

4) Quantification and Result

1) Model 
Type

2) Model 

그림 4 Project Explorer를 이용한 모델 관리 및 분석

Cut set 
propagation

View 
FT

View Cutset 

그림 5 AIMS-PSA의 모델 검토 기능

개별적으로 작동하던 사건수목, 고장수목, 결과 분석 모듈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모델간의 연계를 검토하는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사건수목의 각 branch, sequence에 대해 관련 모델인 고장수목으로 바로 이동하



거나 최소단절군으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 각 최소단절군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장

수목에서 최소단절군이 어떠한 논리로 생성되는 가를 추적하는 기능 등이 간편하게

되어, 모델의 검토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2. 공통 연계 모듈 SIMA 개발

현재 외부사건 PSA는 각 외부사건 별로 다른 방법으로 수행되고 각 외부사건간

의 연계 자료 역시 수작업으로 처리되어, 모델링과 정량분석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아래 그림 6에 나타나 있듯이 각 외부사건 별 정보를 구조화하고 DB화

하여, 이 정보와 내부사건 전출력 PSA 모델을 결합하여 각 외부사건별 모델을 자

동 생성하고 정량화하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기본

개념은 아래 그림에 주어져 있다.

그림 6 외부사건 통합 분석 개념

화재, 침수, 지진은 각기 내부사건 모델을 특성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외부사건 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특성에 맞

는 방법론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계 과정을 최

소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화재, 침수, 지진 PSA 모델을 변경하는 공통 연계 모

듈 SIMA(Simple Interface for Model Alternation)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각 외

부사건별 PSA 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Case Example Remark

Add+

Add*

Add+ A B

Add* A B

A라는 event를 찾아 B를 추가함.

실제로는 A → G&-A로 변경되고

*) Gate 이름은 기존 이름에 G&- 가 더 붙음

G&-A = A + B 가 추가됨

Add*의 경우는 G&-A = A * B로 됨
A에 여러 개의 Event가 add되는 경우는

A → G&-A 로 변경

G&-A = A + B + D 가 추가됨

Add+ Add+ A B

Add+ A D

Value Value B 0.1 B의 값을 0.1로 설정

Desc Desc B Desc of

an Event

B의 description을 설정

Set Set A C A를 C로 변경

Set Set A True A를 True 로 설정, E를 False 로 설정

표 1 외부사건 PSA를 위한 공통 연계 모듈 SIMA 규칙

내부사건
모델

Common 
Interface SIMA 

화재 정보
DB

IPRO-
ZONE

침수 정보
DB

IPRO-
ZONE

지진 정보
DB

IPRO-
SEIS

화재용 SIMA 
입력

침수용 SIMA 
입력

지진용 SIMA 
입력

화재용 SIMA 
입력

침수용 SIMA 
입력

지진용 SIMA 
입력

AIMS-PSA

그림 7 공통 연계 모듈 SIMA를 이용한 모델 연계 개념도

그림에서와 같이 내부사건 모델을 기반으로 각 외부사건별 모델을 변경하는 모듈

은 SIMA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화재 및 침수는 특성이 유사하여 각 구역별 정보를

DB화하고 SIMA 명령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인 IPRO-ZONE에서 처리된다. 지

진은 관련 정보를 DB화하고 이로부터 모델을 변경하는 SIMA 명령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인 IPRO-SEIS에서 처리된다.

SIMA에서 사용하는 연계 규칙은 화재, 침수, 지진 PSA 모델을 검토하여 내부

사건 모델을 변경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정리하고,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규칙을

정리하였다. AIMS-PSA는 SIMA 형식으로 정리된 입력을 받아 고장수목 모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아래 표는 SIMA에서 사용되는 규칙을 정리한 것이



Set E False

Gate Gate G + I1 I2 Gate G에 대한 Logic 입력

Gate Type은 + (OR), * (AND), 2 (2 out of m) 등 가

능
Special DeleteExistingIEs 기존의 모든 IE 값을 0으로 설정

TOP

%I1

1e-1/y

AFTPR02AB

1e-3

그림 8 기본 고장수목 예제

Add+ AFTPR02AB P%R1

ValueP%R1 0.5

표 2 SIMA 규칙 예제 1

아래 표에 주어져 있다.

아래와 같은 고장수목 모델을 기준으로 SIMA 규칙을 이용한 모델 변경에 대한

예를 설명한다.

여기서 AFTPR02AB라는 event에 해당하는 기기가 다른 외부사건으로 인해 추가

적으로 0.5의 확률로 고장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AFTPR02AB라는

event를 AFTPR02AB와 P%R1이 OR로 연결된 gate로 변경하고, P%R1의 값을 0.5

로 주어지는 SIMA의 규칙은 아래와 같이 작성된다.

위의 기본 모델에 위의 SIMA 규칙을 적용하면 고장수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

다.



TOP

%I1

1e-1/y

G%-AFTPR02AB

AFTPR02AB

1e-3

P%R1

5e-1

그림 9 SIMA 규칙을 이용한 모델

변경 예제 1

Add+ AFTPR02AB G%F-R1

Gate G%F-R1 * %F-R1 P%-R1_SUP P%-R1_FAIL

Value %F-R1 0.01

Value P%-R1_SUP 0.2

Value P%-R1_FAIL 0.5

Add+ AFTPR02AB G%F-R2

Gate G%F-R2 * %F-R2 P%-R2

Value %F-R2 0.01

Value P%-R2 0.1

Add+ %I1 G%F-R1_IE

Gate G%F-R1_IE * %F-R1 P%-R1_SUP

Add+ %I1 %F-R2

표 3 SIMA 규칙 예제 2

다음은 보다 복잡한 경우에 대한 예제이다. 2개의 초기사건 %F-R1 및 %F-R2가

발생‘할 수 있으며 %F-R1 초기사건의 경우에는 P%-R1_SUP과 P%-R1_FAIL

event가 곱해진 확률로 기기가 고장나며, %F-R2의 경우는 P%-R2의 확률로 기기

가 고장날 수 있다. 또한 %F-R2의 경우는 초기사건이 바로 발생하며, %F-R1의

경우는 P%-R1_SUP가 동시 발생하여야 초기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화재

PSA의 전형적인 분석 예제에 해당된다.



TOP

G%-%I1 G%-AFTPR02AB

%I1 G%F-R1_IE %F-R2

1e-2

AFTPR02AB

1e-3

G%F-R1 G%F-R2

%F-R1

1e-2

P%-R1_SUP

2e-1

%F-R1

1e-2

P%-R1_SUP

2e-1

P%-R1_FAIL

5e-1

%F-R2

1e-2

P%-R2

1e-1

그림 10 SIMA 규칙을 이용한 모델 변경 예제 2

DeleteExistingIEs

위와 같은 SIMA 규칙에 의에 변경된 고장수목 모델은 아래와 같다.

이상과 같이 SIMA 규칙은 외부사건의 경우에 내부사건 모델을 변경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IPRO-ZONE 또는 IPRO-SEIS는 각 외부사건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이로부터 SIMA 규칙을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 AIMS-PSA는 SIMA 규칙을 이용

하여 모델을 변경하고 정량화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 수작업으로 수행되던 모델 변경 및 구역별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던 정량분석에 비해, 모델 구성에 필요한 인력, 계산속도, 분석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정보가 모델 DB로 관리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재평가를 수행하여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PSA 분석 결과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3. 화재 및 침수 PSA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가. IPRO-ZONE 개발

(1) 개발배경

침수나 화재 PSA One Top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 대상 침수/화재 구역

의 기기들과 대응되는 내부사건 PSA 모델의 기본사건 (basic event)을 파악하고 모

델링해야 하며, 이 과정이 복잡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전파구역까지 포함할 경



우 수백여 개의 침수/화재구역에 있는 수십여 개 이상의 기기와 케이블 등의 고장

모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되는 기본사건을 파악하여 내부사건 PSA 모델에 모델

링해야 한다. 이러한 침수/화재 구역에 모델링해야 할 기본사건을 자동적으로 파악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IPRO-ZONE (interface program for constructing zone

effect table)을 개발 중에 있다. 그림 11에 나타나 있듯이 IPRO-ZONE은 침수/화재

PSA에 대한 구조화된 기본적인 정보로부터 침수/화재 구역별 basic event를 자동

생성하고 AIMS-PSA의 SIMA 입력 자료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침수/화재

PSA One Top 모델은 IPRO-ZONE에서 생성된 SIMA Input을 읽어 들여 내부사건

PSA One Top 모델을 이용하여 침수나 화재 PSA One Top 모델을 만들어낸다. 현

재 IPRO-ZONE을 이용한 기본사건 선정은 보수적으로 수행되고 일부 자동화가 추

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단계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2) IPRO-ZONE 입력 정보

IPRO-ZONE은 MS Access의 Visual Basic으로 프로그래밍 되어있다.

IPRO-ZONE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림 1111에 나타나 있듯이 다음과 같이 침수/

화재 사건 PSA 관련 정보를 DB화(4가지 형태의 Table로 구성)해야 한다.

l iZONE: 구역별 침수/화재 발생빈도, 관련 내부사건 초기사건, 전파경로, 전파구

역, 심각도 등의 정보.

l iZoneEquip: 구역 별 설치된 기기나 케이블 등의 정보.

l iEquipEvent: 구역에 있는 케이블 등을 포함해 기기와 연계된 내부사건 PSA 모

델의 기본사건 정보.

l iSelectionRule: 구역내 기기들에 대해 침수나 화재 영향에 대한 고장모드를 결정

하기 위한 규칙 정보



그림 11 IPRO-ZONE과 AIMS-PSA SIMA 연계

이들 4가지 정보중 iZONE, iZoneEquip, iEquipEvent 정보는 침수나 화재 PSA

수행시 반드시 파악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iSelectionRule은 침수나 화재사건이 기기

나 케이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만든다.

(3) AIMS-PSA SIMA 입력자료 생성 논리

파악된 기본사건의 SIMA 입력자료 생성 논리는 참고문헌 에 따라 만든다. 침수/

화재 PSA 에 대한 노심손상빈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CDFk=%Rk*S%Rk*CCDPk

CDFk: 침수/화재 구역 k 또는 시나리오 k의 노심손상빈도

%Rk = 침수/화재 구역 k 또는 시나리오 k의 발생빈도

S%Rk = 침수/화재 구역 k 또는 시나리오 k의 심각도(severity factor)와 진

압못할 확률 (non-suppression probability). 침수사건인 경우 침수 규모와 침수사건

회복불능 확률임 CCDPk = 침수/화재 구역 k 또는 시나리오 k의
조건부 노심손상 확률



그림 12 IPRO-ZONE 메인화면

침수/화재 구역 k 또는 시나리오 k에서 침수나 화재사건으로 인한 초기사건이

내부사건 PSA 모델의 초기사건 %I에 대응된다면 내부사건 PSA 모델의 초기사건

및 기기고장 기본사건(basic event) 매핑(mapping) 식은 다음과 같다[Kang, 2009]:

내부사건 PSA 모델 초기사건 %I == > ∑%Rk*S%Rk

내부사건 PSA 모델 기기 고장사건 a == > a + ∑%Rk*S%Rk*P%Rk-a

a: 기기

P%Rk-a : %Rk 침수나 또는 화재로 인한 기기 a 고장사건



선별분석과 상세분석시에는 모델링을 단순화하기 위해 위의 식이 달리 표현된다.

선별분석인 경우에는 위의 식에서 S%Rk의 값이 1이 된다. 따라서 선별분석과 상세

분석시 초기사건과 기기고장확률 맵핑식은 다음과 같다:

l 선별분석 경우

u 기기고장확률이 1일 경우

ü 초기사건 매핑 식: %I == > ∑%Rk

ü 기기 고장사건 매핑 식: a == > a + ∑%Rk

u 기기고장확률이 1이 아닐 경우

ü 초기사건 mapping: %I == > ∑%Rk

ü 기기 고장사건 mapping : a == > a + ∑%Rk*P%Rk-a

l 상세분석 경우: severity와 기기고장확률이 1로 평가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상이

u Severity가 1일 경우 선별분석과 동일

u Severity가 1이 아닐 경우

ü 기기고장확률이 1이 아닐 경우

◇ 초기사건 mapping: %I == > ∑%Rk*S%Rk

◇ 기기 고장사건 mapping : a == > a + ∑%Rk*S%Rk*P%Rk-a

ü 기기고장확률이 1일 경우

◇ 초기사건 mapping: %I == > ∑%Rk*S%Rk

◇ 기기 고장사건 mapping : a == > a + ∑%Rk*S%Rk

침수나 화재 PSA One Top 모델 구축에 IPRO-ZONE을 사용하므로서 많은 노력

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분석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침수와 화

재 PSA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표 4는 IPRO-ZONE의 중간 결과물로 구역

별 관련 기본사건이 나타나 있다. 표 4과 같은 형태의 정보를 이용하여 SIMA 입력

용 파일을 만든다. 그림 13에 AIMS-PSA SIMA용 입력 파일 예가 나타나 있다.



Zone Transfered
Zone

Frequency ExternalEvent EventTr
ee

Severity
Proba

Severity
Name

CondProbaN
ame

CondP
roba

Events

000-DGA 2.73E-02 %F-000-
DGA

%U3-
GTRN

1.00 S%000
-DGA

L%000-
DGA_CCMVO
0105A

1.00 CCMVO0105A

000-DGA 2.73E-02 %F-000-
DGA

%U3-
GTRN

1.00 S%000
-DGA

L%000-
DGA_EGDGR
01A

1.00 EGDGR01A

000-DGA 2.73E-02 %F-000-
DGA

%U3-
GTRN

1.00 S%000
-DGA

L%000-
DGA_EMBSY
MC02A

1.00 EMBSYMC02A

000-DGA 2.73E-02 %F-000-
DGA

%U3-
GTRN

1.00 S%000
-DGA

L%000-
DGA_HDABR
-03A

1.00 HDABR-03A

000-DGA 2.73E-02 %F-000-
DGA

%U3-
GTRN

1.00 S%000
-DGA

L%000-
DGA_HDABR
-04A

1.00 HDABR-04A

000-DGA 2.73E-02 %F-000-
DGA

%U3-
GTRN

1.00 S%000
-DGA

L%000-
DGA_HDABR
-05A

1.00 HDABR-05A

000-DGA 2.73E-02 %F-000-
DGA

%U3-
GTRN

1.00 S%000
-DGA

L%000-
DGA_HDABR
-06A

1.00 HDABR-06A

000-DGA 100-A01A 5.46E-04 %F-000-
DGA_100-
A01A

%U3-
LOKV

1.00 S%000
-
DGA_10

C%100-
A01A_AFLV
T0037AB

0.10 AFLVT0037A
B

000-DGA 100-A01A 5.46E-04 %F-000-
DGA_100-
A01A

%U3-
LOKV

1.00 S%000
-
DGA_10

C%100-
A01A_ATAV
O009B

0.10 ATAVO009B

000-DGA 100-A01A 5.46E-04 %F-000-
DGA_100-
A01A

%U3-
LOKV

1.00 S%000
-
DGA_10

C%100-
A01A_EDBS
YDC01A

0.10 EDBSYDC01A

표 4 화재사건 선별분석 PSA의 IPRO-ZONE 중간 결과물 예

그림 13 화재사건 One Top PSA 모델 구축을 위한 SIMA 입력화일 예



나. 화재 PSA 통합 모델 시범 구축

OPR 1000 원전인 울진 3,4호기에 대해 화재 PSA 통합 모델을 선별분석과 상세분

석 2가지로 개발하였다.

(1) 선별 분석용 화재 PSA 통합 모델 구축

화재에 의한 기기들의 고장모드와 대응되는 내부사건 PSA 모델의 기본사건을 결

정하기위해 울진 3,4호기 화재 PSA 보고서를 토대로 화재구역 및 관련 기기와 케

이블 정보 등의 DB 정보를 IPRO-ZONE내 구축하였다. 구축된 DB의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다:

l iZone: 50개의 구역별 화재 발생빈도, 관련 내부사건 PSA 초기사건, 전파구역,

방벽파손확률. 전파구역까지 포함시 160건의 데이터

l iZoneEquip: 구역 별 설치된 기기나 배선된 제어/동력 케이블과 관련 기기 등의

데이터로 1350건의 구역별 기기/케이블 정보.

l iEquipEvent: 기기와 연계된 내부사건 PSA 모델의 기본사건 정보 296건.

l iSelectionRule: 구역내 기기와 케이블들에 대해 화재 영향에 대한 고장모드 규칙

정보 71건

IPRO-ZONE을 이용하여 AIMS-PSA SIMA 입력을 만들었다. 화재선별분석 One

Top 모델 구축을 위해 PRiME 모델 내부사건 One Top PSA 모델을 사용하였다.

PRiME PSA 모델은 지난 단계 중장기 연구에서 품질 개선을 수행하여 기존 울진

3,4호기 PSA 모델을 개선한 것이다. 표 5에는 선별분석결과가 나타나 있다. 50여개의

화재구역에 대한 선별분석 결과 29개 구역의 CDF(Core Damage Frequency)가

1.0E-7/yr보다 높게 나타나 상세 분석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

해 14개 지역이 새롭게 상세분석 대상 지역으로 밝혀졌다. 기존분석 보다 상세분석

대상지역이 많이 나온 이유는 통합분석에서는 기존분석과 달리 PRiME 모델에서

사용된 인적오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정지불능(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ATWS) 사고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UAT(Unit Auxiliary Transformer) 화재구역 정량화 결과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단

절집합은 인적오류와 관련된 단절집합이다. 첫 번째 단절집합에 있는 기본사건들



AFOPHALTWT, SCOPHSDCOP, SDOPHLATE-DEP1 모두는 인적오류를 나타낸

다.

CDF 결과 CDF 결과
000-DGA 4.14E-07 추가분석 2.74E-06 추가분석
000-DGB 7.28E-07 추가분석 7.39E-06 추가분석
000-PABA 1.91E-03 추가분석 2.42E-04 추가분석
000-PABA 1.58E-04 추가분석 1.48E-04 추가분석
077-A01B 2.37E-08 선별제거 1.01E-07 추가분석
077-A11B 8.22E-08 선별제거 1.11E-07 추가분석
100-A01A 2.16E-05 추가분석 9.72E-06 추가분석
100-A01B 2.42E-05 추가분석 2.73E-05 추가분석
100-A03A 3.96E-07 추가분석 1.33E-06 추가분석
100-A03B 3.81E-07 추가분석 1.42E-06 추가분석
100-A05A 8.22E-08 선별제거 1.07E-07 추가분석
100-A05B 9.68E-08 선별제거 1.12E-07 추가분석
100-A11A 2.87E-08 선별제거 2.41E-07 추가분석
100-A11B 7.93E-08 선별제거 2.66E-07 추가분석
125-A06A 7.51E-08 선별제거 1.35E-07 추가분석
125-A06B 4.69E-08 선별제거 1.60E-07 추가분석
125-A07A 7.92E-08 선별제거 1.43E-07 추가분석
125-A07B 4.94E-08 선별제거 1.74E-07 추가분석
144-A02A 1.42E-04 추가분석 1.60E-05 추가분석
144-A02B 1.13E-04 추가분석 9.30E-06 추가분석
144-APCA 7.68E-08 선별제거 2.54E-07 추가분석
144-MCR 1.12E-02 추가분석 8.05E-03 추가분석
165-A01A 3.74E-08 선별제거 1.17E-07 추가분석
165-A01B 6.55E-08 선별제거 1.17E-07 추가분석
000-SAB 1.61E-03 추가분석 1.01E-05 추가분석
000-SWYD 9.61E-07 추가분석 5.14E-07 추가분석
000-TBB 9.31E-06 추가분석 2.23E-05 추가분석
000-ESWA 3.16E-05 추가분석 2.56E-07 추가분석
000-ESWB 3.14E-05 추가분석 9.84E-08 선별제거
000-UAT 3.26E-08 선별제거 2.43E-07 추가분석

화재구역
기존 통합

표 5 화재 선별분석 결과 비교



Value BE#1 BE#2 BE#3 BE#4 BE#5 BE#6

2.00E-07 %F-000-UAT AFOPHALTWT SCOPHSDCOP SDOPHLATE-DEP1 #GGTRN-07

1.05E-08 %F-000-UAT AFCVW104849 SDOPHEARLY #GGTRN-26

1.01E-08 %F-000-UAT AFOPHALTWT MSOPHSR SDOPHLATE #GGTRN-14

1.80E-09 %F-000-UAT AFPPWALL SDOPHEARLY #GGTRN-26

1.10E-09 %F-000-UAT MTC RPMCF #GATWS-34

8.97E-10 %F-000-UAT AFCVW1007AB8AB SDOPHEARLY #GGTRN-26

8.97E-10 %F-000-UAT AFCVW1012AB4AB SDOPHEARLY #GGTRN-26

8.97E-10 %F-000-UAT AFCVW1003AB4AB SDOPHEARLY #GGTRN-26

6.98E-10 %F-000-UAT AFOPHALTWT EDIRK01CD #GGTRN-07

6.35E-10 %F-000-UAT AFOPHALTWT IAOPV-ALT-UNIT MSEVWADV1OF4 SDOPHLATE-DEP7 #GGTRN-14

6.35E-10 %F-000-UAT AFOPHALTWT IAOPV-ALT-AD MSEVWADV1OF4 SDOPHLATE-DEP7 #GGTRN-14

4.05E-10 %F-000-UAT MSOPHSR MSSVWMSSVALLM SDOPHEARLY-DEP2 #GGTRN-20

3.23E-10 %F-000-UAT MXOPHEBOR RPMCF #GATWS-08

표 6 UAT 화재구역 정량화 결과에 대한 단절집합

(2) 상세 분석용 화재 PSA 통합 모델 구축

상세분석 대상 화재구역 29개중 2개는 화재 가연물 등을 검토한 결과 상세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27개 구역이 상세분석 대상지역이다. 선별분석과 마찬가지로 화

재 상세분석 One Top 모델을 만들기 위해 관련 DB를 IPRO-ZONE에 구축하였다.

분석대상 화재구역은 전파구역을 고려해 194건의 화재구역 데이터를 iZone에 입력

하고, 화재구역별 데이터 선별분석시 사용된 데이터를 포함해 2,270건을 iZoneEqip

에 입력하였다. iEquipEvent:와 iSelectionRule 데이터는 선별분석시 사용한 데이터

를 사용하여 화재 상세분석 One Top 모델을 만들기 위한 AIMS-PSA SIMA 입력

을 만들었다.

표 7에 상세 정량화 결과가 나타나 있다. 정량화 정량화 결과 CDF는 기존 화재

PSA 결과보다 2.78배 높게 나타났다. CDF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크게 2

가지이다. 선별분석에서 언급했듯이 내부사건 PSA 모델인 PRiME에서 고려된 인적

오류 값이 기존분석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IPRO-ZONE에서 화재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기 파악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이다. 정지불능사고는 전체 CDF에 차지하는 비중이 1%미만이라 그 영향은 미

미하였다. PRiME 모델에 고려된 주요 인적오류 사건 확률 값을 기존분석의 인적오

류 확률 값과 동일하게 바꾸어 CDF를 계산하니 4.325E-6(기존의 1.63배)으로 평가

되었다. 화재영향을 반영하여 기본사건을 파악하는 IPRO-ZONE의 프로그램 알고

리즘은 다음단계 연구에서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통합

화재구역 번호 화재구역 명 CDF CDF

100-A01A A계열 안전관련 스위치기어실 9.76E-08 4.850E-07

100-A01B B계열 안전관련 스위치기어실 1.83E-07 1.460E-06

100-A03A A찬넬 안전관련 인버터실 1.37E-07 4.670E-07

100-A03B B찬넬 안전관련 인버터실 1.24E-07 4.200E-07

144-A02A A계열 전기 기기실 1.12E-09 4.220E-09

144-A02B B계열 전기 기기실 1.12E-09 8.030E-09

144-AMCR 주제어실 1.66E-06 2.970E-06

000-TBB 터빈건물 3.16E-07 7.220E-07

000-DGA A계열 디젤발전기실 3.57E-08 1.510E-07

000-DGB B계열 디젤발전기실 4.23E-08 2.520E-07

000-SWYD 스위치야드 제어건물 1.98E-08 4.060E-08

000-PABA 일차보조건물 A계열 일반지역 1.16E-09 1.140E-11

000-PABB 일차보조건물 B계열 일반지역 1.15E-08 1.140E-11

000-ESWA ESW room A 6.00E-09 5.850E-09

000-ESWB ESW room B 6.33E-09 0.000E+00

기타 추가분석분야 3.680E-07

2.64E-06 7.354E-06

화재구역

표 7 화재사건 상세분석 결과

다. 침수 PSA 통합모델 시범 구축

울진 3,4호기 침수 PSA 보고서를 토대로 IPRO-ZONE 내에 66여개의 침수구역에

대해 침수발생빈도, 관련 초기사건, 전파경로 등의 정보 DB와 침수구역 별 설치된

기기, 제어회로 지나는 기기의 정보 960건, 침수구역내 기기들의 침수영향에 대한

고장모드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 46건을 설정하였다. 표 8는 IPRO-ZONE의 iZone내

에 입력된 침수구역별 정보 DB의 한 예를 보이고 있다. 다음, 화재 PSA처럼

IPRO-ZONE을 이용하여 AIMS-PSA SIMA에 입력될 자료들을 생산하였다.



Zone TransferZone Frequency
ExternalEv

ent EventTree
Barrier
Proba

Barrier
Name

Severity
Proba

Severity
Name

D000-FBB D077-P13A_EOF 1.20E-03 %U3-GTRN 1.00
D000-FBB D077-P13B_DOOR 1.20E-03 %U3-GTRN 0.10

D000-TB073 5.40E-03 %U3-GTRN 0.10
D000-TB100 6.00E-04 %U3-LOOP 0.10
D047-A01A 2.40E-03 %U3-GTRN 1.00
D047-A01A D058-A00A_1_EOF 2.40E-03 %U3-GTRN 1.00
D047-A01A D058-A00A_DOOR 2.40E-03 %U3-GTRN 0.10
D047-A01B 2.40E-03 %U3-GTRN 1.00
D047-A01B D058-A00B_1_EOF 2.40E-03 %U3-GTRN 1.00
D047-A01B D058-A00B_DOOR 2.40E-03 %U3-GTRN 0.10
D047-A02A 1.20E-03 %U3-GTRN 1.00
D047-A02A D058-A00A_1_EOF 1.20E-03 %U3-GTRN 1.00
D047-A02A D058-A00A_DOOR 1.20E-03 %U3-GTRN 0.10
D047-A02B 1.20E-03 %U3-GTRN 1.00
D047-A02B D058-A00B_1_EOF 1.20E-03 %U3-GTRN 1.00
D047-A02B D058-A00B_DOOR 1.20E-03 %U3-GTRN 0.10
D047-A03A 1.20E-03 %U3-GTRN 1.00
D047-A03A D058-A00A_1_EOF 1.20E-03 %U3-GTRN 1.00
D047-A03A D058-A00A_DOOR 1.20E-03 %U3-GTRN 0.10
D047-A03B D047-A03B 1.20E-03 %U3-GTRN 1.00
D047-A03B D058-A00B_1_EOF 1.20E-03 %U3-GTRN 1.00
D047-A03B D058-A00B_DOOR 1.20E-03 %U3-GTRN 0.10
D055-P00 D058-A00A_1_EOF 1.20E-03 %U3-GTRN 1.00

표 8 IPRO-ZONE 침수 PSA 구역 정보 DB 예

표 9에 나타나 있듯이 66여개의 침수구역에 대한 선별분석 결과 2개 구역의

CDF(Core Damage Frequency)가 1.0E-7/yr보다 높게 나타나 상세 분석 지역으로

파악되어 기존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선별된 구역의 CDF 평

가결과는 기존 침수 PSA 평가결과보다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통합분석에서 기존

침수 PSA 평가결과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화재 PS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과 같다:

l IPRO-ZONE의 보수적인 방법: 자동적으로 침수 사건에 영향받는 기본사건들을

선정하기에 보수적인 접근방법 사용. 다음 단계의 연구에서 이 보수적인 방법을

수정하여 IPRO-ZONE을 개선할 계획임

l 정지불능사고 고려: 기존 침수 PSA에서는 정지불능사고(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TWS)를 고려하지 않으나 통합 PSA 모델에서는 고려함.

l 사용내부사건 PSA 모델의 차이점: 내부사건 PSA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충전 및 방출 인적오류 등의 확률이 기존 분석시보다 높음.



상세분석 대상 침수 구역인 144-A15와 144-A20에 대해 상세 분석한 결과 CDF는

각각 2.61E-8과 4.15E-8로 평가되었다.

기존분석 통합분석

CDF CDF
D047-A01B 2.40E-03 1.20E-08 1.70E-08 선별제거
D047-A02A 1.20E-03 5.99E-09 2.86E-08 선별제거
D047-A03B 1.20E-03 6.11E-09 8.36E-09 선별제거
D058-A06A 1.20E-03 5.98E-09 2.86E-08 선별제거
D058-A07B 1.20E-03 6.12E-09 8.36E-09 선별제거
D058-A00A 1.20E-03 3.70E-08 3.73E-08 선별제거
D058-A11 1.20E-03 6.58E-09 3.28E-08 선별제거
D077-A04A 1.20E-03 1.61E-08 2.80E-08 선별제거
D077-A06A 1.20E-03 3.78E-08 2.71E-08 선별제거
D077-A11A 1.20E-03 3.04E-08 5.36E-08 선별제거
D077-A13A 1.20E-03 5.43E-08 5.50E-08 선별제거
D077-A14A 1.20E-03 2.98E-08 5.31E-08 선별제거
D077-A18B 1.20E-03 7.70E-09 7.92E-09 선별제거
D100-A05A 1.20E-03 6.72E-09 2.96E-08 선별제거
D100-A06B 1.20E-03 3.77E-09 1.10E-09 선별제거
D100-A10A 1.20E-03 6.58E-09 2.71E-08 선별제거
D100-A11B 1.20E-03 3.03E-08 1.61E-08 선별제거
D100-A13A 1.20E-03 1.49E-08 2.99E-08 선별제거
D125-A02B 1.20E-03 6.91E-09 9.67E-09 선별제거
D144-A03A 1.20E-03 6.76E-09 2.73E-08 선별제거
D144-A15 1.20E-03 2.44E-07 2.44E-07 추가분석 필요
D144-A20 1.20E-03 1.21E-04 1.21E-04 추가분석 필요
D165-A01B 1.20E-03 6.05E-09 7.77E-09 선별제거
D165-A04A 1.20E-03 2.13E-08 4.40E-09 선별제거
D165-A05B 1.20E-03 5.98E-10 6.93E-09 선별제거
D165-A06A 1.20E-03 2.93E-08 5.37E-09 선별제거
D165-A10B 1.20E-03 6.58E-09 1.36E-08 선별제거
D184-A01 1.20E-03 5.65E-09 2.69E-08 선별제거
D077-P00 1.20E-03 1.40E-08 3.41E-08 선별제거
D077-P54 1.20E-03 2.36E-09 2.36E-09 선별제거
D077-P58 1.20E-03 2.36E-10 7.20E-11 선별제거
D100-P00 1.20E-03 1.80E-08 1.03E-08 선별제거
D100-P05 1.20E-03 2.60E-09 1.59E-09 선별제거
D125-P00 1.20E-03 2.36E-09 2.36E-09 선별제거
D000-FBB 1.20E-03 1.47E-08 7.60E-09 선별제거

D000-ESWB 1.20E-03 1.02E-08 2.51E-09 선별제거

소침수구역 발생빈도 분석결과

표 9 침수사건 선별분석 결과



라. 침수 빈도 평가 방법 개선

지금까지 발간된 국내 내부침수 PSA 보고서에는 침수 빈도 계산에 NPE (Nuclear

Plant Experience) 데이터 중 1985년 이전의 미국 원전의 침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

하였다. 한편 2002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OECD/NEA 주관으로 수행되는 OPDE (OECD/NEA Piping Failure Data Exchange)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면서 13개국의 안전등급 원전 배관 손상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OPDE DB 외에 별도로 국내 원전 배관 손상 DB인 NPFD (Nuclear Pipe

Failure Database)를 구축하였다. 다음 표 10은 이상 열거한 DB를 설명한 표이다

[OPDE, 2009].

Database 장점 단점

NPE

l 사건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

음

l 기존 내부침수 PSA 분석을 통하

여 사건별 발생 구역 및 심각도

분석이 되어있음  

l PWR 및 BWR 자료 사용 가능

l 1985년 7월 이전 자료만 분석이 되어

있음

l 1985년 7월 이후 초기 1990년대까지

의 자료는 현재 KOPEC에서 수집/관

리

국내 원전

배관 손상

DB

l 국내 원전의 현실을 반영

l 상업운전 이후 안전등급 배관 및

발전소 운전에 영향을 준 배관 손

상 데이터 입력

l 국내 발전소별 상업운전 이후, 발생한

내부침수 사건은 한 건도 없음

OPDE

DB

l 13개 과제 참여국의 배관 손상 데

이터

l 기존 SKI DB로부터 검증된 데이

터 확보 (1970년 이후 자료)

l PWR 및 BWR 자료 사용 가능

l SKI DB로부터 일부 수집과 OPDE

과제 이후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Gap

문제

l 내부홍수로 구분된 자료가 있으나 재

검토 요구

l 상세한 발생구역별, 심각도 분석 요구

표 10 배관손상빈도계산에 적용가능한 DB 비교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침수 PSA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미국 원전의 운전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EPRI (EPRI 1013141) 연구결과를 사전분포로 하고

NPFD로부터 국내 운전 경험을 우도함수로 하여 침수빈도에 대한 베이지안 분석을 수

행하는 절차를 수립하였다.

(1) 최근 EPRI 문서 (EPRI 1013141) 검토



EPRI는 침수빈도 계산 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1970년부터 2004년

동안 발생한 미국 (일부 계통은 미국외 국가 자료 사용) 원전의 배관 손상자료를

활용하였다 [Fleming, 2006]. 기존의 침수 PSA방법에서는 침수구역별 침수빈도를

추정한 반면 EPRI 연구는 주요 침수원과 관련한 계통별/배관직경별/고장모드별

(spray, flood, major flood)로 분류하여 침수빈도를 계산하였다. 다음 표 11은 기존

국내 침수 PSA 방법론과 EPRI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기존 국내 침수 PSA EPRI 방법

사용 데이터
범위

l 1970년대말까지의 미국

자료

l 1970-2004년 동안의 미국 (일부 계통은

미국 외 국가의) 배관손상 자료 사용

침수빈도
그룹핑

l 침수구역별 침수빈도 추

정

l 침수원과 관련된 계통별/배관직경별/고

장모드별 (spray, flood, major flood)
침수빈도 추정

침수빈도 단위 l /Year l /Ft-Cr.Yr (critical year)

침수빈도 추정

l MLE 방법 (침수구역별

발생건수/운전년수)

l Tnii /=l

Ÿ il : 침수구역별

침수빈도

Ÿ in : 침수구역별 침수사건

수

Ÿ T: 발전소 운전년수

l
{ }åå

==

==
M

k
ijkijk

M

k
ijkij FRP

11
lrr

Ÿ ijr : 배관파단빈도 (직경 i, 계통 j)

Ÿ ijkr : 배관파단빈도 (직경 i, 계통 j, 침

수관련 고장모드 k)

Ÿ ijkl : 배관 고장률 (직경 i, 계통 j, 침수

관련 고장모드 k)

Ÿ { }FRPijk : 배관 고장 발생 가정하에 배

관파단확률

Ÿ M: 고장 메카니즘 수

불확실성 처리 l 관심사항이 아님
l Exposure data의 불확실성 감소를 위

한 방법 적용 (3점분포)

표 11 기존 국내 침수 PSA 방법과 EPRI 방법론 비교

이상 검토 결과, 기존 국내침수 PSA에 사용된 자료는 너무 오래된 자료이고 빈

도추정에 사용된 방법론 또한 너무 단순하여 대안으로 EPRI 최근자료를 generic

data로 사용하고 NPFD의 국내배관 손상 경험을 반영하여 침수빈도를 추정하는 것

을 제안하였다. 다음 표 12는 국내 침수 PSA에 EPRI 자료를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

점 및 대책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예상 문제점 현황 대책안

국내 자료 반영

l EPRI 에서 적용한 침수빈도

계산식에서 ijkl (직경 i, 계통

j, 침수관련 고장모드 k의 배

관 고장률)과 { }FRPijk (배관

고장 발생 가정하에 배관파단
확률) 에 국내 배관 손상 사
례를 반영하여 베이지안
update 분석

l 계통별/배관 직경별 배관 길이 자료

는 EPRI 자료 이용 (PWR 자료)

l EPRI 연구 결과를 Generic data로

선정

침수빈도
그룹핑 및 단위
차이 해결

l 베이지안 분석 결과인 계통별

/배관직경별/고장모드별 침수
빈도를 침수구역별 침수빈도
로 전환

l 침수구역내 배관 spool별로 배관길

이를 산출하여 배관 spool별 고장모
드별 침수빈도 (/ Cr-Year) 도출

l 침수구역내 배관 spool별로 고장모

드별 침수빈도를 모두 더한 배관
spool별 침수빈도 계산

l 침수구역별로 배관 spool별 침수빈

도를 모두 더하여 침수구역별 침수
빈도 도출 완성

2차측 비안전
등급 배관 손상
사례 분석 요구

l OPDE 프로젝트의 연구범위

는 안전 등급 배관으로 정해
져 있어 2차측 비안전 등급
배관 관련 손상 사례를 수집/
분석이 요구됨

l 베이지안 분석 없이 EPRI 연구결과

를 적용하는 방안

표 12 국내 침수 PSA에 EPRI 방법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안

(2) 국내 원전 침수 관련 배관 손상 사례를 이용한 베이지안 분석

국내 원전의 배관 손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PWR 원전의 안전등급 배관 손상

자료는 총 54건이었으며 이중 침수와 관련된 배관 손상 건수는 30건으로 나타났다

(AF 3건, SW 14건, MF 13건). 표 13에는 침수 관련 사례가 요약되어 있다.



Failed

System

Pipe
Size

(inch)
Failure Type Root Cause

leak rate

(gpm)
Source

Number

of events

AFWS 8 pinhole/leak Welding Error < 1 Demi Water 1

AFWS 10 pinhole/leak Welding Error < 1 Demi Water 2

ESWS 2 wall thinning (no leak) 0 Sea water 1

ESWS 6 pinhole/leak Corrosion < 1 Sea water 6

ESWS 8 wall thinning (leak) < 1 Service Water 1

ESWS 10 pinhole/leak Corrosion 0 Sea water 1

ESWS 20 pinhole/leak Corrosion < 1 Sea water 2

ESWS 28 wall thinning (no leak) Corrosion 0 Service Water 2

ESWS 36 pinhole/leak Corrosion < 1 Service Water 1

MFWS 18 wall thinning (no leak) FAC 0 Feedwater 12

MFWS 20 wall thinning (no leak) 0 Feedwater 1

표 13 국내 주요 안전 등급 배관 손상 중 침수 관련 사례 요약

(가) 배관손상률, ijkl

EPRI 연구 결과 중 ijkl 의 사후분포 (lognormal)의 error factor 값이 크지 않아

(대부분 1.73 근처) 그 값을 사전분포로 놓고 국내 배관 손상사례를 반영하여 베이

지안 update를 하면 평균값도 거의 변화가 없고 퍼짐성이 줄어들게되어 5% 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베이지안 update 처리 후 변화가 거의

없어 EPRI 연구결과 값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조건부 확률, { }FRPijk

배관손상률에 대한 베이지안 분석과 유사하게 조건부 확률의 경우에도 베타분

포로 정의되는 EPRI 결과를 사전분포로 놓고 국내 데이터를 반영한 결과

변화가 거의 없어 (비율이 거의 1에 가까움) 조건부확률 또한 베이지안 분

석 없이 EPRI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

(3) 침수구역별 침수빈도 계산

침수구역별 배관 정보를 파악하고 Iso drawing으로부터 각 배관의 길이를 측정하였



고 급수배관의 경우는 용접부수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각 배관별 길이 정보로부터

침수고장모드별 (spray, flooding, major flooding) 빈도 계산하였다.

l 배관별 고장모드 k 빈도 (/year) = Generic data로부터 얻는 해당 계통 i,

직경 j 배관의 고장모드 k 빈도(Ft-Cr.Yr.) X 배관길이(Ft)

l 배관 j 침수빈도 (/year) =
å

k 배관별 고장모드별 빈도

k :spray, flooding, major flooding

l 침수구역 i 침수빈도(/year) =
å

j 배관j의 침수빈도

j = 침수구역 i에 있는 배관

이로부터 울진 3,4호기 A47-01A 침수구역(LPSI P/P A Room)을 대상으로 시범 계

산을 수행한 결과 spray 사건은 2.72E-5/yr, flooding 사건은 8.16E-6/yr, major

flooding 사건은 1.01E-6/yr로 각각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는 표 14에 나타나 있다. 기

존 국내 침수 PSA에서는 저압펌프 및 고압펌프실을 합하여 2.3E-04의 침수빈도를 사

용하고 그 외 지역은 보조건물의 일반지역 침수빈도인 1.2E-03을 동일하게 적용한 반

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을 적용하면 각 침수구역마다 배관길이 및 계통 특성에

따른 침수빈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최근 운전 경향을 반영한 generic data와 국내

고유 운전 이력을 반영한 침수빈도를 도출하게 됨으로써 PSA 품질등급의 향상이 가능

해졌다. 위험도 분석은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선정하고 그 위험

요소들의 발생 확률 및 발생 시 입게 될 손실의 심각성을 추정함으로서 정량적 평

가가 가능하다 [ASME 2009].



격실

번호
LineNumber

Segment

ID

길이

(Ft)

FR-spray

(/Ft-CrYr)

FR-spr
ay

(/CrYr)

FR-flood
ing

(/Ft-Cr

Yr)

FR-flood
ing

(/CrYr)

FR-major
flooding

(/Ft-CrYr)

FR-majo
r

flooding

(/CrYr)

FR-total

(/Cr.Yr)

047-
A01A

SI023AA-14 CS-109 1.83 2.41E-7 4.42E-7 7.35E-8 1.35E-7 9.14E-9 1.68E-8 5.93E-7

SI032AA-10 CS-111 5.42 1.60E-8 8.67E-8 4.17E-9 2.26E-8 4.97E-10 2.69E-9 1.12E-7

SI023AA-14 CS-109 1.83 2.41E-7 4.42E-7 7.35E-8 1.35E-7 9.14E-9 1.68E-8 5.93E-7

SI012AA-10 LS-053 86.58 1.60E-8 1.39E-6 4.17E-9 3.61E-7 4.97E-10 4.30E-8 1.79E-6

SI002AA-8 LS-059 1.67 1.60E-8 2.67E-8 4.17E-9 6.95E-9 4.97E-10 8.28E-10 3.44E-8

SI021AA-4 LS-061 37.17 5.30E-8 1.97E-6 1.42E-8 5.28E-7 1.71E-9 6.36E-8 2.56E-6

SI002AA-8 LS-071 1.67 1.60E-8 2.67E-8 4.17E-9 6.95E-9 4.97E-10 8.28E-10 3.44E-8

SI001BA-20 LS-109 26.25 2.41E-7 6.33E-6 7.35E-8 1.93E-6 9.14E-9 2.40E-7 8.50E-6

SI001BA-20 LS-111 20.42 2.41E-7 4.92E-6 7.35E-8 1.50E-6 9.14E-9 1.87E-7 6.61E-6

SI022AA-18 CS-105 8.67 2.41E-7 2.09E-6 7.35E-8 6.37E-7 9.14E-9 7.92E-8 2.80E-6

CS012AA-14 CS-107 36.33 2.41E-7 8.76E-6 7.35E-8 2.67E-6 9.14E-9 3.32E-7 1.18E-5

SI002BA-10 LS-049 14.75 1.60E-8 2.36E-7 4.17E-9 6.15E-8 4.97E-10 7.33E-9 3.05E-7

SI001CA-14 LS-089 2.25 2.41E-7 5.42E-7 7.35E-8 1.65E-7 9.14E-9 2.06E-8 7.28E-7

총빈도 2.72E-5 8.16E-6 1.01E-6 3.64E-5

표 14 울진 3,4호기 LPSI P/P A Room 침수빈도 계산 결과

마. 화재시 회로 오작동 분석 방법 연구

(1) 화재시 회로 오작동 개요

화재발생으로 케이블이 손상되면 손상 케이블과 연결된 기기는 기능상실하거나

오동작을 할 수 있다. 화재시 회로 오동작과 관련된 케이블은 제어나 계측/지시 케

이블이다. 제어 케이블이 오동작하게 되면 정지되어 있는 펌프 등이 가동되거나 닫

혀있어야 하는 밸브가 열려있게 되어 원전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계측/지시

케이블이 손상되어 관련 기기가 오동작하게 되면 운전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

여 인적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한 개의 기기나 계측기가 오동작 되더라도 계열

A/B가 분리되고 관련 케이블과 기기들의 배치가 화재방호 요건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면 오동작은 원전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오동작으로 원

전의 안전성을 위해 설계된 다중성(redundancy)을 파괴시키는 다수 기기의 동시 오

동작(multiple spurious operation)이 발생될 수도 있다.

(2) 오동작 유형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동작에 대해 울진 2발을 대상으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

였다. 오동작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처럼 나눌 수가 있다:



l 단일 오동작으로 단일 기기 영향: 예로써 닫혀있는 상태의 전동구동밸브 단일 오동작

으로 인한 열림. 이 경우 OPR 1000원전과 이후에 건설된 원전들 대부분은 화재구역

이 계열 A/B로 나누어져 건설되었기에 화재로 인한 다중성의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

다. NUREG/CR-6850[Najafi, 2005]에서 제시하는 전형적인 전동구동밸브에 대한

오동작 확률은 0.17이고 솔레노이드 밸브 오동작 확률은 0.33이다.

l 단일 오동작으로 많은 기기에 영향주고 다중성이 파괴될 수도 있는 경우: 예로써 공

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ESFAS), 재순환작동신호(RAS), 격납용기작동신호(CSAS)

등의 신호에 따라 작동되는 기기가 이들 오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이다. 이들 안

전계통 작동신호중 재순환작동 오신호가 발생되면 안전주입계통의 다중성이 파괴될

수 있다.

l 직렬상태 기기들 동시 오동작: 예로써 직렬상태에 있는 정지냉각계통 흡입구 전동구

동밸브들의 동시 오동작으로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interfacing LOCA)가 발

생되는 경우이다. OPR 1000 원전의 경우 정지냉각계통 흡입구밸브들 중 한 대의 밸

브 차단기를 빼놓고 있기 때문에 밸브들 오동작으로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 발

생가능성은 없다.

l 동일 계열(train)내의 기기들 동시 오동작: 예로서 기기냉각수계통, 필수냉방수계통

등의 동일 계열내의 기기들 동시 오동작. 이러한 오동작은 동일 계열내의 펌프들이

별도의 화재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적다. 특정 구역내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 동일 계열내의 기기들이 동시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다.

l 계열(train) 다중성을 파괴시키는 계열 A/B 기기의 동시 오동작: 예로써 안전계통

기기들의 화재구역에 대해 계열 A/B가 구분 안되어 있을 경우. 또는 계열 A/B의

기기가 동시 오동작 하는 경우. OPR 1000 원전의 경우 제어실을 제외하고 동시 오

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재구역은 확인이 안되었다.

l 운전원 행위에 영향 미치는 계측기 오동작: 예로써 가압기 압력지시계의 오동작 또는

증기발생기 수위 계측기 오동작으로 인적오류 유발. 이러한 계측기 오동작은 잠재적

인 화재발생구역 어느 곳이나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요 계측기들은 다중

개념으로 설계되어 한 계열의 계측기 오동작이 바로 운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유발

시키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3개이상의 다중 계측기들이 사용될 경우에는 계측기

오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오동작 영향 예

본 연구에서는 OPR 원전 고압안전주입계통을 대상으로 재순환신호 오동작 영향

을 검토하였다. 아래 그림 14의 고압안전주입계통에 나타나 있듯이 안전주입재순환

오신호가 발생되면 닫혔있던 격납용기 배수조 격리밸브들은 열리고 최소유량관 밸

브들은 닫히게 된다. 격납용기 배수조 격리밸브들은 이들 밸브의 제어케이블이 지

나는 화재구역에서 화재발생시에도 열릴 수가 있다. 격납용기 배수조의 밸브들이

열리면 핵연료재장전탱크 물이 격납용기 배수조로 빠질 염려가 있다. 하지만 배수

조 격리밸브 전단에 역지밸브(check valve)가 있어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물이 격납

용기 배수조로 빠질 가능성은 낮다. 재순환신호에 의해 최소유량관 밸브들이 닫히

게 되면 고압안전주입계통 주입 운전시 펌프 기능 상실 가능성이 있다. 화재 PSA

에서 핵연료재장전탱크 물이 고갈되는 사건의 모델링은 격납용기 배수조 격리밸브

들의 오작동 열림과 그 시간에 역지밸브들의 누설고장을 고려해 모델링한다. 격납

용기 배수조 격리밸브들의 오작동 열림은 이들 격리밸브들 제어 케이블이 지나는

화재구역 평가와 재순환작동 오신호가 유발되는 경우를 고려한다. 하지만 역지밸브

들이 고압상태에 있지 않기에 누설 고장율은 매우 작을 것이고 누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핵연료재장전탱크 물이 고갈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된

되어 핵연료재장전탱크 물이 고갈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재순환작동 오신호 평가

는 재순환신호 관련 기기들의 회로에 대한 회로분석(circuit analysis)을 수행하여

오신호 확률을 추정한다. 또한 필요시 재순환신호 관련 기기들에 연계된 케이블들

이 지나는 화재구역에서의 잠재적인 화재가 이들 케이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화재모델링(fire modeling)을 수행할 수도 있다.

(4) 오동작 대처방안

오동작을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아나로그 형식의 계측/제어를 디지털 계측/제어로

변경하는 것이다. APR 1400 원전의 경우 제어실(MCR)에서 기기제어실 (electrical

equipment room)까지는 디지털 형식으로 계측/제어 신호가 전달된다. 하지만 기기

제어실에서 기기까지는 실배선(hard wired)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경우 제어실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화재가 발생된 제어실 패널에 있는 관련 기기들의 제어나 계측은

이용불능이지만 오동작 유발가능성은 거의 없다. 계측/제어 케이블이 지나는 화재구



역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오동작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오동작을 방지하는 한

가지 방안은 기기 작동이나 계측 관련 기기에 필요한 케이블 배치를 이중화 시켜 2

개의 케이블에서 오는 제어/계측 신호가 올 경우 기기가 작동되거나 계측 정보를

전달토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하나의 기기 제어 케이블이나 계측 관련 케이블이

지나는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다른 제어 또는 계측 케이블이 화재에 영향

을 받지 않는다면 기기 오동작이나 이상 계측신호는 발생 안된다.

그림 14 OPR 1000 원전의 고압안전주입계통 단순계통도

4. 지진 PSA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가. 지진 PSA 개요

현재 지진 PSA 분석을 화재 PSA와 마찬가지로 수작업으로 모델을 구성하고 수

정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 PSA

정보를 DB화하고 이를 내부사건 PSA 모델과 결합하여 지진 PSA 모델의 자동 생

성/정량화하는 방법과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지진 발생 확률 및 지진



발생시 기기 고장확률 평가(Hazard 및 Fragility 분석)를 포함한 지진 PSA 모델 개

발은 ‘열화성능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 세부과제 에서 수행하여, 지진

PSA 통합 모델 시스템 개발은 본 세부과제에서 수행한다.

나. 지진 예비 PSA 모델 구축

표준원전에 대해 지진 PSA 모델을 AIMS-PSA를 이용하여 구축하고 지진

hazard/Fragility 평가와의 연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지진 PSA 모델을

AIMS-PSA를 이용하여 구축하고, event tree/fault tree로 모델되는 전통적인 PSA

부분과 지진 재해도 분석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였다:

- 울진 3,4호기에 대한 기존 지진 PSA 모델을 AIMS-PSA로 구축

- 제한적인 기기 취약도 자료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 15과 같이 초기사건을 도출

- 그림 15위의 계층수목으로부터 6개의 초기사건이 도출되며, 이중 4개의 초기사건

은 바로 노심손상으로 진행하며, 두개의 초기사건에 대해서는 상세모델이 구성됨

(일반과도사건 및 소외 전원 상실 사건). 그림 16에는 지진으로 인한 소외전원상

실 사건이 나타나 있음

- 위에서 도출된 2개의 초기사건에 대해 PRiME PSA 통합 모델과 결합하여 예비

정량화 모델을 구성하였음.

필수전원
상실

2차측 
열제거 상실

기기냉각/
필수냉각 

상실

소형냉각
재상실

소외전원
상실

지진 일반과도사건

소외전원상실

소형냉각재상

실

2차측 열제

거 상실

기 기냉각 / 필

수냉각상실

필수전원상실

그림 15 국내 표준원전 지진으로 인한 초기사건 분석용 계층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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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진으로 인한 소외전원상실 사건수목

다. 일본 지진 PSA 모델과의 비교

현재 국내 지진 PSA 분석과 일본 지진 PSA 방법론과 비교하면 2가지의 큰 차이

가 있다.

(1) 초기사건 도출에서의 차이점

국내 표준 원전 지진 PSA에서 초기사건 평가는 제한적인 기기 취약도 자료를 이용

하여 위의 그림 15과 같이 간단히 6개의 초기사건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진

PSA 수행시 발전소내 밸브와 같은 단일 기기들도 포함하여 모든 구조물, 기기, 계통

및 배관에 대한 상세한 취약도 분석을 통하여 지진 발생시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모든 초기사건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10개 질의에 11개 사건을 고려하였고 국내

는 5개 질의에 6개 사건을 고려하였다.

(2) 기기 상세 모델링에서의 차이점

일본 지진 PSA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초기사건 발생 후 사고 완화계통의 지진으로

인한 파손확률을 고려하여 모델하고 있다. 그림 17에는 일본 및 국내 원전 고장수목

비교의 한 예가 나타나 있다.



그림 17 일본 및 국내 원전 지진 PSA 고장수목 비교

(3) 국내 지진 PSA 개선 방향

국내 원전 지진 PSA에서도 발전소 모든 기기에 대하여 각 기기별로 상세한 취약도

를 계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심손상 빈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연구는

‘열화성능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 세부과제에서 수행된다.

라. 지진 PSA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지진 PSA 관련 정보를 DB화하고 내부사건 PSA 모델과 결합하여 지진 PSA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정량화하는 시스템인 IPRO-SEIS 를 개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PRO-SEIS는 지진 관련 정보를 DB화하고 이로부터 모델을 변경하는 규칙인

SIMA 규칙을 생성한다. AIMS-PSA는 SIMA 규칙에 따라 지진 PSA 모델을 생성하고

정량화를 수행한다.

IPRO-SEIS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열화성능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에서 개발한 PRASSE로부터 지진 발

생 빈도 및 크기, 지진 발생시 기기 고장 확률 정보를 받아서 저장

- 기기 및 Basic Event 연계 표 관리

- 내부사건 PSA 모델에 지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SIMA 규칙 생성

그림 18에는 지진 PSA 통합 분석 시스템 개요를 나타낸다.



그림 18 지진 PSA 통합 분석 시스템 개요

5. 정지저출력 1단계 PSA 통합시스템 구축

가. 정지저출력 PSA 방법론 개요

원자력 발전소의 정지저출력 기간 중에는 발전소의 출력 상태 및 계통의 잦은 변

경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PSA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PSA모델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지저출력 PSA의 중요성은 국내외에서 부각되

어 왔으나 실제 PSA의 수행이 많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편리한 정지저출력 PSA 수행 방법론

및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국내외의 위험도 정보규제/활용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본 단계에서는 배열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PSA방법론을 구축하

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단계에서는 종합적 정지저출력 PSA 수

행 소프트웨어인 ASPIRIN (Automated Shutdown PSA Implementation &



Reshceduling INquirer)의 개발을 위한 세부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나. 정지저출력 PSA 수행 방법론 및 ASPIRIN

(1) 프로그램의 사양 및 구조

정지저출력 PSA는 발전소의 전주기 운전기간 중 정지저출력 기간을 대상으로 하

기 때문에 차후 전출력 PSA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지

저출력 PSA는 전출력 시스템에 대한 고장수목을 이용하며 배열 변경을 고려하기위

해 conditioning 방법을 사용한다.(자세한 내용은 고장수목 연결 방법 참조)

정지저출력 기간은 다양한 배열변경 및 상태변경이 발생하므로 PSA 분석자가 쉽

게 PSA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이 단순

화되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전출력 고장수목과 정지저출력 고장

수목의 연결시에 DB를 통한 Mapping 방법을 사용한다. 정지저출력 기간은 주로 예

방정비 기간에 해당하므로 발전소는 필요에 따라 예방정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PSA 모델의 변경이 용이해야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POS정보

및 예방정비기간에 대한 정보가 바뀌면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아래 그림 참

조)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

개의 주요 모듈로 구성된다. 전체적인 모델 구성은 전출력 PSA수행 도구인 AIMS

를 이용하며, 고장수목의 작성을 위한 FT module과 열수력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성공기준 및 인간오류 확률 계산을 위한 T/H module로 이루어진다.



그림 19 ASPIRIN의 구조

(2) 고장수목 구성(배열변경) 방법

정지저출력 PSA고장 수목은 conditioning 방법을 사용하여 구성한다 [Lim, 2009]

시스템의 고장수목은 샤논 분해에 의해 다음의 불리안 식으로 분해될 수 있다.

( ) ( )01 =×+=×= ASAASAS

위의 식으로부터 컴포넌트 A의 상태에 따라 고장수목을 분해하여 사용할 수 있

으며 이를 위해 고장수목 구성 소프트웨어인 AIMS의 KWTREE는 조건부 게이트

기능을 추가하였다. 조건부 게이트를 이용하여 고장수목을 구성하면 아래의 그림

20과 같다. 조건게이트를 다중의 컴포넌트에 대해 구성할 수 있으며 간단한 상위

로직을 구성하면 정지저출력 PSA의 고장수목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 이외에 정

지저출력 고장수목의 변경을 위해서는 대체 게이트 기능 등이 필요하며, 이는 고장

수목 작성 프로그램인 AIMS-PSA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다.



그림 20 조건게이트를 이용한 고장수목 구성

(3) 열수력 분석 적용 방법

정지저출력 기간은 원자로를 포함한 1/2차 계통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지저출력 PSA를 위해서 성공기준/인간오류확률등을

계산하기 위해 많은 열수력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예방정비 계획의 변경

시에는 기존의 분석이 적용 불가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H module을

이용하여 성공기준/인간오류확률 등을 재평가한다.

재평가는 POS가 변경되는 주변화 및 동일한 POS에서 조치 시간이 변경되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따로 적용하여야 함. 아래는 두가지 상태 변경에 따른 적용방식

을 기술한다.

(가) POS의 변경

이 경우는 외부의 경계조건에 변화가 생기므로 열수력 DB를 새로 구성하여야 하

며 본 과제에서 개발된 MOSAIQUE [Han, 2009]를 이용하여 새로운 POS에 대한

열수력 분석을 수행하고 기존 데이터를 변경한다.

(나) POS 시간의 변경

이 경우는 POS 시간의 변경과 관련된 변수 들(노심 잔열, 노심 수위)에 대한

LOOK-UP 테이블을 구성하여 성공기준 및 인간오류확률에 대한 값을 계산한다.



(4) 인간오류 자동계산

PSA에서 인간오류확률은 다양한 변수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되나 정지저

출력 PSA에서 기존의 변수가 변화가 없다면 인간오류확률은 열수력 분석을 통한

운전원 여우시간의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본 과제의 대과제에서 수행된 HRA

calculator와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인간오류확률의 변화를 보정할 수 있다.

다. ASPIRIN의 차기단계 개발

차기 단계에서는 실제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사용언어로서 Visual Basic이 사용

되며, 본 프로그램은 고장수목 구성 및 정량화 프로그램인 AIMS-PSA의 기능을 사

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범용 인터페이스 모듈인 SIMA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ASPRIN과 SIMA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POS정보 및 배열 변경 반영사항이 SIMA를 통해 고장수목으로의 연

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표준형 발전소인 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ASPRIN을 이용하여 정지저출력 PSA모델을 구축하며, 전문가 등을 통한 프로그램

의 V&V를 수행한다.

6. 2/3단계 PSA 통합 분석 방법론 개발

가. 2/3단계 PSA 통합을 위한 자료 파악

2/3단계 PSA 통합을 위한 주요 자료를 파악하여 아래 표 15 1과 같이 요약하

여 정리하였다. 2/3단계 PSA 통합 분석 방법론 개발을 위한 참조 원전으로 울진

3/4 호기를 선정하였으며 울진 3/4 호기에 대한 2단계 PSA 결과 중 방사선원 방출

군 특성, 방사선원 방출군별 방출분율, 방사성동위원소 노심재고량 자료를 확보하였

다. 이들 자료 중 방사선원 방출군별 방출분율은 아래 표 16에 요약된 바와 같다.



2/3단계 PSA 연계자료 변수 단위

STC (Source Term

Category)
발생확률 /yr

노심재고량 방사성동위원소 Bq

방출 분율

핵종그룹

핵종그룹별 구성

원소
핵종그룹별 방출분

율

방출변수

방출고도 m

열 함량
Watt

s

방출시간 sec

방출지속시간 sec

경고시간 sec

표 15 2/3단계 PSA 연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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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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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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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3.0x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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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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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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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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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x1

0-1

1.4x1

0-1

1.6x1

0-3

1.1x1

0-1

4.0x1

0-4

5.9x1

0-3

1.9x1

0-2

STC-

16

1.0x1

00

2.6x1

0-2

2.7x1

0-2

1.5x1

0-2

2.3x1

0-5

3.8x1

0-4

1.8x1

0-5

2.6x1

0-5

1.4x1

0-4

STC-

17

9.5x1

0-1

1.3x1

0-1

1.3x1

0-1

7.7x1

0-2

7.6x1

0-4

1.6x1

0-2

4.6x1

0-4

1.1x1

0-3

6.3x1

0-3

STC-

18

3.0x1

0
-1

2.4x1

0
-3

3.2x1

0
-3

1.6x1

0
-3

1.2x1

0
-5

2.9x1

0
-5

2.0x1

0
-6

4.3x1

0
-6

1.4x1

0
-5

STC-

19

9.5x1

0-1

1.3x1

0-1

1.3x1

0-1

4.9x1

0-1

8.6x1

0-4

4.6x1

0-2

1.9x1

0-4

7.1x1

0-4

1.4x1

0-2

표 16 울진 3&4호기 방사선원 방출군별 방출분율

나. 2/3단계 PSA 통합 방법론 개발

AIMS PSA Manager 내에 2/3단계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2/3/단

계 연결 프로그램 구성은 아래의 그림 211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림 21 2/3 단계 PSA 연결 프로그램 구성

위의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3단계 PSA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인 MACCS2 코

드를 AIMS PSA Manager에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이를 위한 주

메뉴는 그림 2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 관리, 입력파일, MACCS2 Code, 결

과처리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관리 메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관

리 기능을 가지며, 입력파일 메뉴는 MACCS2 코드 수행을 위한 입력자료 파일을

선택, 저장,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입력파일의 하위 메뉴인 입력파일 선택은 MACCS2 코드 실행을 위한 기본 입

력자료들인 ATMOS.INP, EARLY.INP, CHRONC.INP, SITE.INP, METEO.INP 파

일들을 선택하여 입력자료들을 수정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추가

입력파일 메뉴를 이용하여 선량인자 파일들과 같은 추가 입력자료들을 열거나 편집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그림 23에는 입력파일 선택메뉴를 이용하여 MACCS2

코드의 중요 입력자료인 ATMOS.INP 파일을 열어 수정 작업이 가능한 화면을 보

여준다.



그림 22 2/3 단계 PSA 연결 프로그램 주 메뉴

그림 23 입력파일 하부 메뉴



그림 24 입력파일 선택 메뉴를 이용한 ATMOS.INP 입력파일 수정

MACCS2 Code 메뉴는 MACCS2 실행과 실행결과 보기의 하위 메뉴를 가지고

있으며 입력자료 수정이 완료된 이후 MACCS2 실행 메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

는 그림 25에 도시된 바와 같이 DOS 창에서 기상자료 선택을 통하여 반복수행을

통하여 실행이 이루어진다. 실행결과보기 메뉴를 통해 실행이 완료되어 저장된 출

력 파일을 그림 26과 같이 파일시스템을 열어서 결과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



그림 25 MACCS2 코드 실행 메뉴를 통한 MACCS2 코드 실행 화면

그림 26 실행결과보기 메뉴를 통한 결과파일 선택 화면

결과처리 메뉴는 결과저장과 결과보기의 하위 메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

여 실행결과 파일을 열어보거나 필요한 결과 추출 및 활용을 위한 저장이 가능하

다. 결과저장 메뉴는 그림 2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텍스트파일 저장 또는 엑셀파일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 28은 엑셀파일 저장 메뉴를 이용한 파일 시스템에

의 결과파일 저장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27 결과처리 메뉴 및 하위메뉴 구성 화면

그림 28 엑셀파일 저장 메뉴를 이용한 파일 시스템에의 결과파일 저장 화면



이상과 같이 AIMS PSA Manager 내에 2/3단계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2/3/단계 연결 프로그램 구성과 메뉴 구성을 통하여 2/3단계 통합 분석이 가능

하도록 하기위한 작업을 완료하였다. 추후 AIMS PSA Manager 내에 2/3단계 통

합 분석을 위한 메뉴를 추가하여 AIMS PSA MAnager 내에서 3단계 PSA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2단계 PSA 수행을 통한 결과물을 데이

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사선원 관련 자료를 2단계

PSA 수행 결과파일과의 연계를 통하여 3단계 PSA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 2/3단계 PSA 통합 분석 방법론 검증

AIMS PSA Manager 내에 2/3단계 통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2/3/단

계 연결 프로그램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방법론의 검증을 위하여 예

제 계산을 수행하였다. 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2단계 PSA 기본 입력자료를 구성

하고 MACCS2 코드 내의 기본값을 활용하여 예제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 예제 계

산을 통해 입력자료의 수정, MACCS2 코드의 작동여부 확인, 결과 파일의 저장여

부를 확인하였다. 예제 계산을 통해 결과 파일중 3단계 PSA의 중요 결과물인 거리

별 조기사망 및 암사망 리스크를 추출해낸 결과 파일은 각각 그림 29와 30에 도시

된 바와 같다.



그림 29 예제계산을 통한 거리별 조기사망 리스크 결과 추출 화면



그림 30 예제계산을 통한 거리별 암사망 리스크 결과 추출 화면

3단계 PSA의 활용을 위해 계절 특성을 반영한 표본추출 구간 및 리스크 변화 분

석을 수행하였다. 3단계 PSA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기상자료의 영향 분석을 위

하여 울진원전 주변의 3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표본추

출 구간을 달리하여 리스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강수량의 계절별 표본추출구간은

아래 표 17에 요약된 바와 같다. 이를 이용하여 MACCS2를 이용하여 평가한 조기

사망 리스크의 변화는 아래 표 18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본추출 구간의 변화에 따

라 계절별, 연도별 리스크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최소한 최근 3년간의 기

상자료를 이용하고 계절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 이용 부분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0.0<x≤1.0 0.0<x≤1.0 0.0<x≤1.0 0.0<x≤1.0

1.0<x≤2.0 1.0<x≤3.0 1.0<x≤3.0 1.0<x≤2.0

2.0<x≤4.0 3.0<x≤7.0 3.0<x≤5.0 2.0<x≤3.0

4.0<x 7.0<x 5.0<x 3.0<x

표 17 계절별 강수량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2003년
3.20E-0

8
3.40E-
08

3.26E-0
8

2.96E-0
8

2004년
1.93E-0

8
1.97E-0

8
1.93E-0

8
1.87E-
08

2005년
3.30E-0

8
3.19E-0

8
3.25E-0

8
3.23E-0

8

표 18 조기사망 리스크 변화

개발된 2/3단계 PSA 연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PR1400 원전의 2단계 PSA 결

과인 방사선원 자료와 고리를 가상부지로 하여 22개 방사선원 방출군(STC; Source

Term Category)에 대한 3단계 PSA를 MACCS2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STC별로 계산한 반경 2 km 이내에서의 전신피폭선량을 미래 신개념 원자로의 인

허가시 만족여부를 확인해야 할 빈도-결말 도표(F-C Curve) 작성에 활용하였다.

그림 31은 APR1400에 대한 빈도-결말 도표이다.



그림 31 APR1400에 대한 빈도-결말 도표 (F-C Curve)

7. CAFE-PSA 공통원인고장 모수 추정 프로그램 개발

가. 프로그램 개발 배경

PSA 결과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CCF) 분

석 수행시 국내 원전의 PSA에서는 대부분 미국 NRC가 제공하는 일반 데이터

(generic data)를 사용해 왔다. NRC의 일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CCF 확률이 지

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되거나 낙관적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OECD산하 NEA

(nuclear energy agency)에서는 CCF사건을 국제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해

ICDE (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

다. ICDE 프로젝트는 1994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4월 현재 11개국이 참여하고 있

고 우리나라도 2002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OECD 국가간 CCF 사건 정보 교환은

ICDE 참여국가가 제공한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 따라 ICDE에서도 그에 따른 데이

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부터 표준원전의 비상 디젤발전기

(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 CCF 사건을 ICDE에 제공하기 시작하여 2007

년도에는 울진 3/4, 영광 3/4, 고리 3/4, 영광 1/2 원전의 비상디젤발전기, 펌프, 전

동구동밸브, 역지밸브, 차단기에 대한 CCF 사건과 자료를 ICDE에 제공하였다.

2008년도에는 ICDE에 제공한 기기 관련 ICDE 회원국 CCF 사건 400여건을 받았



다. 이후 개정 CCF 자료를 받았다.

한편 미국을 제외하고는 ICDE 참가국 중에 ICDE CCF 사건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여 CCF 모수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미국은 자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이 미국내 원전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다른국가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않

다. 이에 중장기 연구일환으로 ICDE CCF 사건의 CCF 모수를 추정하는 프로그램

CAFE-PSA (common CAuse Failure Event analysis program for PSA)를 개발하

였다[강대일, 2010]. CAFE-PSA는 visual basic으로 작성되었으며 프로그램 구동에

.NET (2003이상)을 필요로 한다. CAFE-PSA는 ICDE CCF 사건을 정성적/정량적

으로 분석한다. 정량적인 분석은 8계열의 기기까지 CCF 모수, 즉, 알파모수, CCF인

자, MGL(multiple greek letter) 모수 값을 제공하고 있다. CAFE-PSA의 CCF 모수

추정 절차는 미국 NRC의 CCF 모수 추정절차 [Marshall, 1998] 방법론을 따랐다

나. 프로그램 구조 및 기능

(1) 전체 메뉴

그림 32에 나타나있듯이 CAFE-PSA는 “File”, “ICDE DB”, “Qualitative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Data Change”, “Help”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각 메뉴에 대한 주된 설명은 다음과 같다:

l File: 읽어 들일 파일 선택

l ICDE DB: ICDE 데이터 검색

l Qualitative Analysis: ICDE 데이터 정성적 분석

l Quantitative Analysis: ICDE 데이터 정량적 분석

l Data Change: 정량적 분석 사전분포 변경 또는 ICDE 데이터 변경

l HELP: ICDE 데이터에 사용되는 기호 설명



그림 32 CAFE-PSA 전체 메뉴

(2) File 메뉴

여기에는 Select Database File, New Window, Load Previous Work, Exit이라는

sub menu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l Select Database File: access 형의 ICDE CCF 데이터베이스를 읽어 들인다.

ICDE 운영위원회에서 보내주는 CCF 데이터 입력 정보 중 일부는 정보가 없거나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 이를 검토한 후 사용한다. ICDE 데이터 정보 수정은

access 파일을 직접 수정하거나 Data Change에서 수정한다.

l New Window: 새로운 정성적 또는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경우 사용한다. 예를

들면 A라는 작업을 하다가 B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새로운 창을 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중인 데이터는 이전작업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

이다.

l Load Previous Work: 정량적 분석시 이전에 분석된 정량적 분석결과를 불러올

경우 사용한다.

l Exit: 작업을 종료할 경우 사용한다.



(3) ICDE DB 메뉴

ICDE DB는 ICDE에서 보내준 프로그램인 SUSI-Q[OECD, 2004]처럼 ICDE CCF

사건들을 검색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SUSI-Q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기유형

이나 고장유형 또는 국가별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분석자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했지만 CAFE-PSA에서는 분석자가 단순히 선택만하면 필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색된 정보는 분석자가 편리하도록 엑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3과 34에 나타나 있듯이ICDE DB는 크게 CCF Database와 CCF Event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설명은 다음과 같다:

l CCF Database: ICDE CCF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가 수록 되어 있다. CCF 데

이터가 수집된 관련 발전소, 나라, 계통, 기기, 시험 방식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

다.

l CCF Event: CCF Event에 대한 상세 정보가 수록되다. CCF 원인, 설명 등이

기술되어 있다.

그림 33 CCF Database General 화면



그림 34 CCF Event General 화면

(4) Qualitative Analysis 메뉴

이 메뉴에서는 정성적으로 기기 종류, 기기유형별, 국가별 CCF 사건들의 root

cause, coupling factor, corrective action, detection method 등을 분석한다. 분석된

CCF 사건은 엑셀로 출력할 수 있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l 기기종류 선택: Component에서 분석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를 선정

한다. 기기종류에는 EDG/MOV/CV/Pump/Breaker 등이 있다.

l 기기유형 선택: 필요시 Component type 항목에서 선택된 기기종류에 대한 상세

기기 유형을 선정한다.

l 국가선택: 필요시 Country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CCF 사건 분석시 사용한다.

l 분석: Analyze 단추를 누르면 정성적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35에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정성적 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그림



1에서 근본원인(Root Cause(C9))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68건의 CCF 사건 중 이상

환경(A)으로 인한 것은 7건으로 10.29%이다. 가장 높은 비율은 설계이상(D)으로 36

건에 그 비율은 52.94%이다. 탐지방법(Detection Method(C6))에 전체 CCF건수가

72건으로 나온 이유는 탐지방법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5) Quantitative Analysis 메뉴

이 메뉴에서는 CCF 사건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그림 36에 나타나 있듯이 크게

input, calculation of applicability factor, parameter estimation sub-menu로 이루어

졌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l Input: 분석자가 정량화에 필요한 입력정보를 넣는다. 기본적으로는 NRC의 사전

분포 를 사용하는 1단계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해 평가한다. NRC의 사전분포는

부록 B에 기술되어 있다. 분석자는 기기종류와 고장유형, 기기유형, 계통,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 Load Previous Work 단추를 누르거나 File Load Previous

Work에서 이전 정량화 작업했던 파일을 읽어들여 이전 정량화작업을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l Calculation of applicability factor: Input에서 Apply 단추를 누르게 되면

Calculation of applicability factor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분석자는 기존 발

생된 CCF 사건의 root cause와 coupling이 target system에 적용가능한 지를 검

토하여 입력한다. 입력은 분석자가 그 연관정도를 선택하고 Apply 단추를 누르

면 각 사건별로 자동으로 계산된다. Calculation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Parameter Estimation으로 넘어간다.

l Parameter estimation: 여기는 계산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메뉴로서 사용된 사

전분포, 우도 함수, 알파 모수, CCF 인자, MGL 모수를 보여준다. 분석자가 분석

한 결과는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또는 분석자가 별도의 이름으로 Save 단추를

눌러 저장할 수 있다. 이 저장된 파일은 File 메뉴의 Load Previous Work에서

이전 정량화 작업했던 파일을 읽어들여 정량화를 수행할 수 있다. Show

Calculation Log단추를 누르면 계산과정을 알 수 있고 계산 결과는 excel 형태로

별도 출력할 수 있다.



그림 35 비상디젤발전기 CCF 사건 정성적 분석 결과 예



그림 36 Quantitative Analysis Input 화면

그림 37는 정량적 분석결과의 한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37에 나타나 있듯이

MOV의 고장모드는 열림실패이고 계열 수는 2이다. 기기유형은 모든 MOV이고 계

통은 보조급수계통이고 국가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 독립사건 수는 61

건이고 공통원인사건 수는 4건이다. 계열 수 2에 따라 수정된 독립 사건 수는 22.9

이다. 사전분포의 알파 1(α1) 평균은 9.7427E-1이고 알파 2(α2) 는 2.5731E-2이다.

우도함수 알파 1의 평균은 9.8826E-1이고 알파 2의 평균은 1.1736E-1이다. 계산된

사후분포 알파 1의 평균은 9.8237E-1이고 알파 2의 평균은 1.7629E-2이다. CCF 인

자는 시차시험인 경우 CCF1과 CCF2가 모두 알파인자 1과 2와 동일하다. 시차시험

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CCF`1은 9.6535E-1이고 CCF 2는 3.4648E-2이다. MGL 모

수 베타는 1.7629E-2이다. 만일 기기가 시차시험을 하지 않는다면 베타는

3.4648E-2이다.



그림 37 CCF 모수 추정 결과 예

(6) Data Change와 Help 메뉴

Data Change 메뉴는 크게 Prior Change와 ICDE DB Change로 구성되어 있다.

Prior Change에서는 현재 알파모수 추정에 사용중인 사전분포를 변경할 경우 사용

한다. 현재 사용중인 사전분포는 NRC 2007 CCF 데이터 모수 추정시 사용한 사전

분포를 사용한다. ICDE DB Change는 ICDE DB의 입력정보 C4(number of

exposed component), C8(impairment), G6 (group size) 수정시 사용한다. 일부

CCF 사건 데이터에서는 이들 데이터 정보가 없거나 잘못 입력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석자가 이들 정보를 ICDE DB Change를 이용하여 수정한다.

Help 메뉴에서는 Code와 About의 2개 sub-menu로 구성되어 있다. Code에서는

ICDE 데이터베이스 및 CAFE-PSA에서 사용중인 약어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

다. About에는 코드 version이 기술되어 있다.



다. CAFE-PSA 이용 CCF 모수 추정 절차

CAFE-PSA를 이용한 모수 추정 절차가 그림 38에 나타나 있다. CAFE-PSA에

서는 앞의 1, 2, 3절과 4절 1의 내용들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림 38

를 중심으로 CCF 모수 추정 절차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CAFE-PSA 의 사용

menu에 대해서는 2장을 참고하라. 그림 14에 따른 CCF 모수 추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l 분석 대상 기기가 ICDE DB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ICDE DB 정리. ICDE

DB 정리는 입력정보가 제대로 있는지 여부 확인하는 것임.

l 분석 대상 기기와 계열 수 선정

l ICDE CCF 사건 영향벡터 계산

l 적용인자 계산

l 영향인자 매핑

l 우도함수 계산

l 베이지안 update

l 알파인자, CCF 인자, MGL 모수 추정

l 별도의 수계산으로 CCF 사건 확률 계산

그림 38 CAFE-PSA를 이용한 알파인자 모수 추정절차



라. CAFE-PSA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결과

US NRC 2007 [NRC, 2008] CCF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던 사전분포를 사용하고

ICDE CCF 사건 데이터를 우도함수로 2계열에 대한 알파모수를 추정하였다. 정량

화시 Applicability Factor에 대해서는 모두 1로 평가하였다. 또한 노출기기 수 (C4:

number of exposed components)와 기기손상 수 (C8: impairment vector)가 동일하

고, 기기손상 벡터 모두가 C로 평가되며, 공유인자와 시간인자 모두가 high로 평가

된 경우에는 Lethal Shock으로 평가하였다.

표 19에는 CAFE-PSA를 이용하여 2계열에 대한 알파인자를 평가한 결과가 기

존 분석결과와 비교되어 나타나 있다. 이 알파인자 평가는 기기의 시험이 시차적으

로 수행됨을 가정하고 있다. ICDE-rev은 국가별 CCF사건 데이터와 독립사건 중

에 CCF 사건만을 입력한 국가를 제외한 경우이다. ICDE-USA는 ICDE 데이터중미

국데이터만을갖고평가한경우이고독립사건이없는경우에는평가할수없기에 n/a로 표시

했다. ICDE 데이터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는 국내 원전 PSA에서 사용해왔던

NUREG/CR-5497[NRC, 1997]과 EPRI-KAG [EPRI, 1995] 데이터 보다는 작게 평

가되었지만 NRC-2007[NRC, 2008]보다는 높게 평가되었다.



component Failure 
Mode

ICDE ICDE-rev ICDE-USA NRC-2007 NUREG/CR-5
497(1998)

EPRI-KAG(1
995)

CV-all type FO 9.86E-02 1.94E-03 n/a 1.38E-02 n/a 1.80E-01

CV-AFWS FO 2.39E-02 2.39E-02 n/a 1.65E-02 1.18E-01 n/a 

CV-HPSI FO 2.13E-02 2.13E-02 n/a 1.28E-02 1.03E-01 n/a 

CV-RHRS* FO 2.52E-02 2.52E-02 2.52E-02 2.20E-02 4.61E-02 n/a 
MOV-all type FO 3.26E-02 3.18E-02 9.93E-03 2.28E-02 n/a 5.00E-02

MOV-CSS FO 3.17E-02 3.17E-02 2.52E-02 1.73E-02 5.18E-02 n/a 
MOV-AFWS FO 1.76E-02 1.25E-02 1.69E-02 1.43E-02 2.35E-02 n/a 
MOV- HPSI FO 6.52E-02 3.01E-02 1.79E-02 2.83E-02 7.53E-02 n/a 
MOV-RHRS* FO 1.54E-02 1.35E-02 1.36E-02 3.05E-02 1.18E-02 n/a 

EDG FR 1.97E-02 1.91E-02 1.85E-02 1.55E-02 4.02E-02 7.30E-02
FS 2.02E-02 2.02E-02 1.72E-02 1.15E-02 3.14E-02 2.00E-02

AFWS-all type FR 1.54E-02 1.54E-02 1.19E-02 n/a 1.88E-02 n/a
FS 2.55E-02 2.55E-02 3.47E-02 n/a 1.11E-01 7.90E-02

AFWS-MDP FR 1.56E-02 1.56E-02 1.19E-02 7.34E-03 2.34E-02 n/a
FS 2.77E-02 2.77E-02 3.47E-02 5.50E-02 7.87E-02 7.90E-02

AFWS-TDP FR 2.37E-02 2.37E-02 n/a 5.38E-03 2.38E-02 n/a
FS 1.80E-02 1.80E-02 n/a 2.53E-03 3.43E-02 7.90E-02

ESWS PP FR 4.12E-02 4.12E-02 2.90E-02 0.0126** 0.0384** 2.30E-02

FS 3.62E-02 3.62E-02 4.48E-02 0.0155** 0.0367** 1.00E-01
RHR PP* FR 1.51E-02 1.51E-02 1.76E-02 1.37E-02 5.33E-02 2.60E-02

FS 4.50E-02 4.50E-02 5.48E-02 3.15E-02 6.16E-02 1.40E-01
HPSI PP FR 5.06E-02 4.85E-02 5.80E-02 3.07E-02 2.20E-02 6.20E-02

FS 4.50E-02 4.50E-02 3.75E-02 1.86E-02 5.51E-02 1.40E-01
CSS PP FR 1.81E-02 1.73E-02 n/a 1.25E-02 n/a 2.60E-02

FS 7.47E-02 4.69E-02 n/a 4.17E-02 n/a 6.70E-02
CCWS PP FR 8.13E-03 8.13E-03 n/a 8.38E-03 n/a 2.30E-02

FS 7.07E-02 4.32E-02 n/a 5.48E-03 n/a 1.00E-01
RPS CB FO 5.12E-03 5.12E-03 5.35E-03 8.09E-03 6.23E-02 n/a
DC CB FC 9.32E-03 9.32E-03 9.34E-03 1.88E-02 5.09E-02 n/a

600v CB < FC 1.95E-02 1.19E-02 2.01E-02 3.10E-02 n/a n/a
4.16kv CB> FC 1.57E-02 1.50E-02 1.04E-02 1.71E-02 4.87E-02 n/a

표 19 2계열에 대한 ICDE 알파모수 평가 결과

FO: fails to open, FC: fails to close, FR: fails to run, FS: fails to start

1) ICDE: 일부 사건의 공통원인고장그룹(CCCG)가 명시되어 있지않는 경우

exposed size와 동일하게 했음

2) ICDE-REV: ICDE 데이터중 어떤 나라는 독립사건을입력하지않고 CCF사건만

을 입력한 경우 계산시 제외한 것임

3) ICDE-USA: ICDE 데이터 중 미국 데이터만을 갖고 분석. 독립사건이 없는 경

우는 n/a

4) NRC-2007: NRC website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NRC, 2008]. 1990~2007년도까

지의 미국 데이터 분석 결과

5) NUREG/CR-5497 [NRC, 1997]: 국내 가동원전 PSA에 주로 사용했던 CCF 데

이터. 1980~1995년까지의 미국원전 CCF 데이터

6) EPRI-KAG [EPRI, 1995]: 국내 신규원전 PSA에 주로 사용했던 data

*:LPSI와 RHR 계통의 데이터는 동일하다고 판단.

**: strainer와 traveling screening 펌프 데이터에 포함여부가 확인안됨.



제 2 절 BOP 모델 개발

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불시정지를 평가하기

위한 2차 계통의 모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계통은 리스크뿐만 아

니라 원전 운영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원전의 성능에서는 불시정지

자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리스크나 운영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2차 계통의 상세 모델이 필요하다. 리스크 평가에서 대부분의 경우 2차 계통 등의

영향은 초기사건 유형으로 경험데이터를 이용한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차

계통에 의한 불시정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작기 때문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에 따라 리스크 모델과의 통합성을 고려한 성능 모델 방법론을

제시하고, 주급수계통(MFWS; Main Feedwater System), 순환수계통(CW;

Circulating Water System), 2차 기기냉각해수계통(TBOCW; Turbine Building

Open Cooled Water System), 1차 기기 냉각해수계통(ESW; Essential Service

Water) 등 13개 주요 2차 계통에 대해 불시정지 모델을 개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발전리스크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다.

1. 성능 요소별 성능 평가 방법론 조사

가. 성능 평가의 특성 및 용도

성능평가의 핵심인 불시정지 원인 중 2차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2차계통의 모델 개발이 가장

시급한 분야이다. 원전의 성능 평가가 필요한 분야는 리스크정보활용의 활성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 국내 불시정지 이력 검토

국내 불시정지의 경우 1978-2007년까지 총 488건이 있었으며 원인별로 2차 계통

및 계측계통에 의한 영향이 전체의 50%를 넘는다 (그림 39). 국내의 불시정지를 유

발 경로별로 보면 기계, 전기 및 계측 결함에 의한 비율이 전체 70~80%를 차지한다

(그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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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원인별 5년간 평균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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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림 40. 원인별

불시정지

2차 계통 주요 불시정지 원인 계통은 주급수완전상실(TLMFW), 주급수부분상실

(PLMFW), 급수초과(EXMFW), 주변압기상실(LOMT), 복수기진공상실(LCV), 유량

부분상실(LOPF), 계측용공기상실(LOIA), 터빈불시정지(TTRIP) 등이 있다.

그림 41은 불시정지 원인별 5년간의 변동 추이를 보여 준다. 전기결함과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불시정지 사건 수가 초기보다 증가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2차측 고장수목 모델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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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원인 계통별 국내 불시정지 이력 [총 488건 (1978-2007)]

다. 발전리스크 방법론 검토

발전리스크평가(GRA; Generation Risk Assessment)는 기기 고장 등 원전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 상태로 인한 발전 손실 리스크(MWh/year)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비용손실을 평가하여 다양한 원전 운영 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GRA의 최종 목표는 위험도정보 원전자산관리(Risk-Informed Nuclear

Assess Management) 체제의 도입을 위한 기반이다.

발전리스크는 비정상상태의 발생빈도와 이에 따른 발전운영손실로 평가한다.

발전리스크 = 비정상상태 발생빈도 x 이로 인한 발전운영손실

현재, GRA 모델 방법은 (1) 고장수목 모델이나 단순화된 고장수목 모델을 이용하

여 비정상상태를 평가하는 것, (2) 각 비정상상태의 발전운영손실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3) 이를 종합하여 비용손실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고장수목 모델은 이용불능도 평가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1) 기존 고장수목 모델

을 적용하는 방법, (2) 단순화된 고장수목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 (3) Super



Component를 이용하여 간략한 고장수목을 작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

GRA 방법론 시험은 울진 3,4호기 모델의 초기사건빈도 평가용 기기냉각수계통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CWS) 고장수목 모델을 이용하였다.

GRA 평가는 fault tree 모델에서 생성된 cut set을 기반으로 시험(그림 43)하였다.

∙ 초기사건 Cut set 제거

∙ Mission Time Event가 없는 Cut set 제거

∙ Mission Time 은 24시간에서 1년으로 변경

∙ 한 Cut set에서 두 번째 Mission Time 항은 MTTR(Mean time to repair)로

변경

그림 43. 발전리스크평가를위해 변경된 Cut set

예비 중요도로는 Risk Achievement Worth(RAW)와 Risk Reduction

Worth(RRW)를 평가(그림 44, 4사분면 도표(x축 RRW, y축 RAW)하였다.

그림에 경제적 가치도 같이 표시하여 대안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4. CCWS 중요도도표

2. 불시 정지 모델 개발 방향 설정

불시정지 모델 개발을 위하여 일반적인 리스크 모델과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기존

에 사용되어 온 불시정지 분석 방법들을 검토하였다.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에서 사고경위(Accident Sequence)는 초기

사건(Initiating Event)과 안전계통(Mitigating Safety System)의 곱으로 나타난다.

초기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사건이 계통의 고

장일 경우에는 고장수목(Fault Tree)으로 모델하여 계산되기도 한다. 불시정지를 유

발하는 2차계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리스크 모델에서 하나의 값으로 입력되는 것

이 일반적이지만 고장수목으로 대체해도 된다. 초기사건을 고장수목으로 모델할 경

우, 초기사건과 안전계통의 고장수목을 결합하여야 사고경위 발생빈도를 적절히 평

가할 수 있다. 불시정지 모델은 일반 안전계통의 고장수목과는 다르게 초기사건의

고장수목 모델과 유사한 방법으로 모델 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사건에서는 고장률 모델로, 안전계통에서는 이용불능도 모델로 처리되

어야 하는 계통도 있다. 아직까지 PSA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통합하는 방법이 제시

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PSA에서는 초기사건에 대한 고장수목을 구성하여 초기사



건 고장률을 계산한 후에 초기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여 안전계통과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안전계통과의 연관관계가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

을 수 있다.

일반적인 리스크 모델에서 리스크는 빈도를 나타내는 λi와 초기사건 시 발전소의

특성을 나타내는 Qi로 나타낸다.

 
불시정지 분석을 위한 2차 계통의 모델 방법으로는 (1) 해석적 방법, (2) Block

Diagram 방법과 (3) 고장수목(Fault Tree) 방법 등이 있다. 이들 방법 중 리스크

및 성능 평가에는 고장수목 방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ault tree 방법도

용도에 따라 빈도(Frequency) 평가 모델과 이용불능도(Unavailability) 평가 모델로

구별되나 리스크 모델과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고려한 모델 및 평가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빈도 평가 모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어 왔으며, 각 방법의

특징은 표 20과 같다.

모델 방법 FT 모델 특징 통합방법 특징

CANDU PSA (F) Initiator + Enabler 직접 통합 Dummy 발생, 연관관계 검토 및 처리
필요

KAERI 개발

A 방법 (U) Initiator 추가 직접 통합 Dummy 발생, 연관관계 검토 및 처리
필요

B 방법 (U) Initiator + Enabler 직접 통합 Dummy 없음, Cutset Engine에서 직접
처리

C 방법 (F) Tm 고정 직접 통합 Dummy 발생, Repair time은 다시 처리

표준원전
PSA CCW 모델 (F) (A)의 경우와 유사 값 적용 연관 관계 확인 어려움

PRiME 모델 CCW 모델 (F) (A)의 경우와 유사 값 적용/직접통합 위 모델 수정, Dummy 없음, 연관관계
처리 복잡

미국 STP Trip 평가
모델 BOP FT (F) 값 적용 8개 주요 BOP 계통 모델

스페인
Cofrentes
NPP

GRA 모델 BOP FT (U)

(1) MCS 이용불능도 평가

(2) Frequency 불시정지 빈도 평가

(3) GRA GRA 평가

표 20. 불시정지 모델 방법 조사 결과

*)기인자(Initiator): 빈도 차원의 초기사건, 기여자(Enabler): 요구 시 작동 실패

확률 사건

이들 모델 방법 중 불시정지 모델 방법은 리스크 모델과 연계성, 통합성, 확장성,

FT 모델 개발의 편의성, 리스크/성능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 에서는 KAERI의 방법 B를 선정하여 시범 모델을 구축



하였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방법 C를 선정하여 시범 모델을 구축하였다.

시범 모델 구축 전에 FT작성 방법에 대한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제 사고경

위에 대한 FT를 작성하고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가. 불시정지 모델 구성을 위한 FT 모델 작성 방법 검토

(1) 예제 사고경위 정의

예제 사고경위는 다음 그림 45와 같이 Loss of An Essential Service Water

Train(LOSW)이 발생하였을 때, 보조급수계통(AFWS)이 작동하면 발전소가 안정한

상태로 가고, AFWS가 작동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하는 사고경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제 고장수목들을 작성하고,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LOSW

AFWS
LOSW-2 = LOSW * AFWS

그림 45. 예제 사고경위

LOSW-2는 LOSW가 발생하고 AFWS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로 진행되는 사고경

위로서 여기서는 LOSW 사고경위로 부른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고려 계통으로는 필수용수계통(ESWS), 보조급수계통

(AFWS), 그리고 전기계통(EPS) 3개만을 고려한다. ESWS 및 AFWS에 대해서는

펌프만을 고려한다. 작동신호 고장, 보수로 인한 이용불능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EPS에 대해서는 2개의 버스(Bus)만을 고려한다.

AFWS는 다음 그림 46과 같이 2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며, 각 트레인 모두 대기

상태에 있다가 LOSW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



Pump A

Pump B

Aux Feedwater System

그림 46. 보조급수계통 단순계통도

ESWS는 다음 그림 47과 같이 2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며 각 트레인은 2개의 부

트레인(Subtrain)으로 구성된다. 각 트레인에서 A1, B1은 정상 시 운전 중이며, A2,

B2는 정상 시 대기상태에 있다.

A1

A2

B1

B2

Essential Service Water System

Train A 지원
(AFW Pump A)

Train B 지원
(AFW Pump B)

그림 47. 필수용수계통 단순계통도

EPS는 다음 그림 48과 같이 2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된다.

Bus A Bus B

Train A Pumps
(AFWS Pump A, 

ESWS Pump 
A1, A2)

Train B Pumps
(AFWS Pump B, 

ESWS Pump 
B1, B2)

그림 48. 전기계통 단순계통도



(2) 사건이름 명명법

고장수목에서 각 사건의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건 이름

의 양식을 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사건을 Initiator (고장률로 평가) 또는 Mitigating

기능상실 (이용불능도로 평가) 사건인지를 구분하고, 또한 Mitigating 기능상실 사

건은 사고 전부터 계속하여 운전 중인지, 사고 후 작동하는 것인지, 사고 후 작동하

여 운전하는 지에 따라 사건을 분류한다. 사건 분류는 최소단절집합에 나타나는 각

사건의 특징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FT 모델의 각 기본사건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건(Event) 유형과 코드로 분류한다:

∙ Iinitiator로 작동하는 기기(L, Initiator)

∙ 사고 전부터 계속 작동 중인 기기; Initiator로 작용 가능(C, Fails to

continue to run)

∙ 사고 후 작동하는 기기; Initiator로 작용 하지 않음(R, Fails to run once

started)

∙ 계통 요구 시 또는 전에 고장;(S, Fails to Start or out of service)

즉, 사건 이름의 6번째 Name을 Event 분류 코드에 따라 부여한다. 사건 이름

SSCCFT-nnn에서 SS는 계통분류, CC는 기기종류, F는 고장모드, T는 Event 분류

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고 전부터 계속 작동 중인 기기는 회전 기기의 경우

SSCCRC-nnn, valve의 경우 SSCCTC-nnn로 표기하고, 대기 중인 기기에 대해서는

S와 R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FT 모델에서 필요한 Event 및 Naming 방법 예는 아

래 표 21와 같다.

기기
운전 중인 기기

모델
대기 중인 기기 모델

회 전 기
기

SSCCRC-nnn
SSCCSS-nnn, SSCCRR-nnn,

SSCCMS-nnn
Valve SSCCTC-nnn SSCCOS-nnn, SSCCCS-nnn
Initiator SSCCRL-nnn

표 21. FT 모델에서 필요한 Event 및 명명법

(3) 고장수목 모델 방법 검토



(가) 방법 A: 일반적인 PSA에서의 고장수목 모델 방법

방법 A에서는 초기사건이 되는 LOSW는 고장률 모델로, 안전계통 역할을 하는

AFWS는 일반적인 PSA에서 사용되는 이용불능도 모델로 고장수목을 구성하고 정

량화를 수행한다.

- LOSW

∙ LOSW는 고장률 모델로 고장수목을 작성

∙ 부트레인 A에서 A1는 고장률 모델로, A1이 고장 날 경우에 A2가 작동 실패

하는 것은 이용불능도 모델로 처리함

- AFWS

∙ AFWS는 이용불능도 모델로 고장수목을 구성

∙ AFWS에 보조계통으로 포함되는 ESWS는 이용불능도 모델로 처리

같은 ESWS 트레인 A라도 LOSW에서는 고장률 모델로, AFWS에서는 이용불능도

모델로 고장수목이 구성된다. 같은 EPS 트레인 A라도 ESWS와 마찬가지로 기능에

따라서 고장률 모델 또는 이용불능도 모델로 처리된다.

방법 A에 따라 구성된 고장수목은 아래 그림 49와 같다.

Method 1 : Using FT 
Model of PSA

TOP

Loss of a SW Train 
A

LOSW

SW Train A Failure 
(Rate Model)

GSW-LA

AFW Failure

AFW

그림 49. 방법 A의 고장수목

 



SW Train A Failure 
(Rate Model)

GSW-LA

SW Subtrain A1 
(Rate)

GSW-LA1

SW PP-A1 Fails to 
Run (Rate)

SWMPRL-A1
1.00E-05/h

EPS Train A Fails 
while Operation 
(Rate)

GEP-LA

EPS Train A Fails 
while Operation 
(Rate)

EPBSFL-A
1.00E-06/h

SW Subtrain A2 
(Standby)

GSW-A2

SW PP-A2 Fails to 
Start

SWMPSS-A2
1.00E-03

SW PP-A2 Fails to 
Run (Once Started)

SWMPRR-A2
2.40E-04
1.00E-05/h
 24h

EPS Train A Fails to 
Continue Operation

GEP-CA

EPS Train A Fails to 
Continue Operation

EPBSFC-A
2.40E-05
1.00E-06/h
 24h

그림 49. 방법 A의 고장수목(계속) 

AFW Train B Failure

GAFW-B

AFW MP-B Fails to 
Start

AFMPSS-B
1.00E-03

AFW MP-B Fails to 
Run

AFMPRR-B
2.40E-04
1.00E-05/h
 24h

SW Train B Failure

GSW-B

SW Subtrain B1 
(Fails to Continue 
Running)

GSW-CB1

SW PP-B1 Fails to 
Run

SWMPRC-B1
2.40E-04
1.00E-05/h
 24h

EPS Train B Fails to 
Continue Operation

GEP-CB

EPS Train B Fails to 
Continue Operation

EPBSFC-B
2.40E-05
1.00E-06/h
 24h

SW Subtrain B2 
(Standby)

GSW-B2

SW PP-B2 Fails to 
Start

SWMPSS-B2
1.00E-03

SW PP-B2 Fails to 
Run (Once Started)

SWMPRR-B2
2.40E-04
1.00E-05/h
 24h

EPS Train B Fails to 
Continue Operation

GEP-CB

EPS Train B Fails to 
Continue Operation

GEP-CB

그림 49. 방법 A의 고장수목 (계속)



No Value Cut Set

1 1.00E-08 SWMPSS-A2

2 2.40E-09 SWMP RL-A1 SWMPRR-A2

3 1.00E-09 EP BSFL-A SWMPSS-A2

4 2.40E-10 SWMP RL-A1 EPBSFC-A

5 2.40E-10 EP BSFL-A SWMPRR-A2

6 2.40E-11 EP BSFL-A EPBSFC-A

표 22. 방법 A의 LOSW 결과

AFW Failure

AFW

AFW Train A 
Failure

GAFW-A

AFW MP-A Fails to 
Start

AFMPSS-A
1.00E-03

AFW MP-A Fails to 
Run

AFMPRR-A
2.40E-04
1.00E-05/h
 24h

SW Train A Failure

GSW-A

SW Subtrain A1 
(Fails to Continue 
Running)

GSW-CA1

SW PP-A1 Fails to 
Continue Running

SWMPRC-A1
2.40E-04
1.00E-05/h
 24h

EPS Train A Fails to 
Continue Operation

GEP-CA

EPS Train A Fails to 
Continue Operation

EPBSFC-A
2.40E-05
1.00E-06/h
 24h

SW Subtrain A2 
(Standby)

GSW-A2

SW PP-A2 Fails to 
Start

SWMPSS-A2
1.00E-03

SW PP-A2 Fails to 
Run (Once Started)

SWMPRR-A2
2.40E-04
1.00E-05/h
 24h

EPS Train A Fails to 
Continue Operation

GEP-CA

EPS Train A Fails to 
Continue Operation

GEP-CA

AFW Train B Failure

GAFW-B

그림 49. 방법 A의 고장수목 (계속)

먼저 LOSW 발생빈도 및 AFW 이용불능도를 평가하고 LOSW 사고경위 정량화

를 위해 어떠한 작업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다음 이를 반영하여 LOSW 사고경위

정량화를 수행한다.

그림 49의 LOSW 고장수목을 정량화하면 LOSW 발생빈도는 1.39e-8/h로 계산되

며 최소단절집합은 다음 표 22와 같다. 표에서 Italic체는 Initiator 사건을 나타낸다.

∙ EPBSFL-A는 정상운전 중 버스 A가 상실되는 사건이다. EPBSFC-A는



No Cut Set

1 EP BSFL-A

2 SWMP RL-A1 SWMPSS-A2

3 SWMP RL-A1 SWMPRR-A2

표 23. 방법 A의 수정된 LOSW 결과

No Value Cut Set

1 1.00E-06 AFMPSS-A AFMPSS-B 　 　

2 2.40E-07 AFMPSS-A AFMPRR-B 　 　

3 2.40E-07 AFMPRR-A AFMPSS-B 　 　

4 5.76E-08 AFMPRR-A AFMPRR-B 　 　

5 2.40E-08 AFMPSS-A EPBSFC-B 　 　

6 2.40E-08 AFMPSS-B EPBSFC-A 　 　

7 5.76E-09 AFMPRR-A EPBSFC-B 　 　

8 5.76E-09 AFMPRR-B EPBSFC-A 　 　

9 5.76E-10 EPBSFC-B EPBSFC-A 　 　

10 2.40E-10 SWMPRC-A1 SWMPSS-A2 AFMPSS-B 　

11 2.40E-10 AFMPSS-A SWMPRC-B1 SWMPSS-B2 　

12 5.76E-11 AFMPRR-A SWMPRC-B1 SWMPSS-B2 　

13 5.76E-11 SWMPRC-A1 SWMPRR-A2 AFMPSS-B 　

표 24. 방법 A의 AFWS 결과

LOSW 발생 시까지는 버스 A가 정상이나, 이후에 사고 진행 중에 버스 A

가 상실되는 사건이다.

∙ EPBSFL-A가 발생하면 버스 A가 고장 나서 작동 중인 ESWS 펌프 A1이

운전 정지되는 것은 물론 대기 중인 ESWS 펌프 A2도 기동할 수 없다.

∙ 따라서 위의 최소단절집합은 잘못된 것이며, EPBSFL-A 자체가 하나의 최

소단절집합이 되어야 한다. 즉, 3, 4, 5, 6 번 최소단절집합은 다음과 같이

EPBSFL-A 하나로 되어야 한다.

EPBSFL-A * SWMPSS-A2 + EPBSFC-A * SWMPRL-A1 + EPBSFL-A

* SWMPRR-A2 + EPBSFL-A * EPBSFC-A → EPBSFL-A

∙ 이 예제에서와 같이 최소단절집합을 검토하여 고장수목을 적절히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방법 1에서는 GEP-C에 모델되는 사건을 EPBSFC-A 대

신 EPBSFL-A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표 23과 같은 최소단절집합이 구해져야 한다.

AFWS 결과는 1.598e-6로 계산되며 최소단절집합은 다음 표 24와 같다.

 



14 5.76E-11 SWMPRC-A1 SWMPSS-A2 AFMPRR-B 　

15 5.76E-11 AFMPSS-A SWMPRC-B1 SWMPRR-B2 　

16 1.38E-11 SWMPRC-A1 SWMPRR-A2 AFMPRR-B 　

17 1.38E-11 AFMPRR-A SWMPRC-B1 SWMPRR-B2 　

18 5.76E-12 SWMPRC-B1 SWMPSS-B2 EPBSFC-A 　

19 5.76E-12 SWMPRC-A1 SWMPSS-A2 EPBSFC-B 　

20 1.38E-12 SWMPRC-A1 SWMPRR-A2 EPBSFC-B 　

21 1.38E-12 SWMPRC-B1 SWMPRR-B2 EPBSFC-A 　

22 5.76E-14 SWMPRC-A1 SWMPSS-A2 SWMPRC-B1 SWMPSS-B2

23 1.38E-14 SWMPRC-A1 SWMPRR-A2 SWMPRC-B1 SWMPSS-B2

24 1.38E-14 SWMPRC-A1 SWMPSS-A2 SWMPRC-B1 SWMPRR-B2

25 3.32E-15 SWMPRC-A1 SWMPRR-A2 SWMPRC-B1 SWMPRR-B2

No Value Cut Set

1 1.00E-03 AFMPSS-B

2 2.40E-04 AFMPRR-B

3 2.40E-05 EPBSFC-B

4 2.40E-07 SWMPRC-B1 SWMPSS-B2

5 5.76E-08 SWMPRC-B1 SWMPRR-B2

표 25. 방법 A의 수정된 AFWS 결과

∙ AFWS의 최소단절집합을 검토하면 LOSW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Mitigating

기능으로서는 이상이 없다.

∙ 그러나 LOSW 경우에는 AFWS의 트레인 A 역시 이용불능이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모델을 다시 수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표 25

와 같은 최소단절집합이 구해진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OSW 사고경위 정량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모델

을 수정하여 정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 AFW의 트레인 A를 이용불능으로 처리

∙ EPBSFC-A → EPBSFL-A로 처리

이와 같이 모델을 수정한 후에 정량화를 수행하면 LOSW 사고경위의 발생빈도는

1.28e-9/h 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15개의 최소단절집합이 나온다. 표 26에서

Italic 체는 Initiator 사건을 나타낸다.

 



1 1.00E-09 EP BSFL-A AFMPSS-B 　 　

2 2.40E-10 EP BSFL-A AFMPRR-B 　 　

3 2.40E-11 EP BSFL-A EPBSFC-B 　 　

4 1.00E-11 SWMP RL-A1 SWMPSS-A2 AFMPSS-B 　

5 2.40E-12 SWMP RL-A1 SWMPRR-A2 AFMPSS-B 　

6 2.40E-12 SWMP RL-A1 SWMPSS-A2 AFMPRR-B 　

7 5.76E-13 SWMP RL-A1 SWMPRR-A2 AFMPRR-B 　

8 2.40E-13 SWMP RL-A1 SWMPSS-A2 EPBSFC-B 　

9 2.40E-13 EP BSFL-A SWMPRC-B1 SWMPSS-B2 　

10 5.76E-14 SWMP RL-A1 SWMPRR-A2 EPBSFC-B 　

11 5.76E-14 EP BSFL-A SWMPRC-B1 SWMPRR-B2 　

12 2.40E-15 SWMP RL-A1 SWMPSS-A2 SWMPRC-B1 SWMPSS-B2

13 5.76E-16 SWMP RL-A1 SWMPRR-A2 SWMPRC-B1 SWMPSS-B2

14 5.76E-16 SWMP RL-A1 SWMPSS-A2 SWMPRC-B1 SWMPRR-B2

15 1.38E-16 SWMP RL-A1 SWMPRR-A2 SWMPRC-B1 SWMPRR-B2

표 26. 방법 A의 LOSW 사고경위 최소단절집합

 

(나) 방법 B: Initiator, Enabler 모델 방법

방법 B에 따른 고장수목은 운전 중인 기기들의 고장을 Initiator와 사고완화를 위한

Enabler 기능 2가지로 분류하여 모델 한다. 그림 50의 펌프 고장에 대한 고장수목 구성

에서 Initiator로 작용하는 사건 ‘SWMPRL-A1’과 Enabler로 작용하는 사건

‘SWMPRC-A1’의 두 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모델 한다.



SW Subtrain A1

GSW-A1

SW PP-A1 Fails to 
Run

SWMPRL-A1
1.00E-05/h

SW PP-A1 Fails to 
Continue Running

SWMPRC-A1
2.40E-04
1.00E-05/h
 24h

EPS Train A Failure

GEP-A

EPS Fails while 
Operation

EPBSFL-A
1.00E-06/h

EPS A Fails to 
Continue Operation

EPBSFC-A
2.40E-05
1.00E-06/h
 24h

SW Subtrain B1

GSW-B1

SW PP-B1 Fails to 
Run

SWMPRL-B1
1.00E-05/h

SW PP-B1 Fails to 
continue Running

SWMPRC-B1
2.40E-04
1.00E-05/h
 24h

EPS Train B Failure

GEP-B

EPS Train B Fails 
while Operation

EPBSFL-B
1.00E-06/h

EPS Train B Fails to 
Continue Operation

EPBSFC-B
2.40E-05
1.00E-06/h
 24h

Initiators

Enablers

그림 50. 방법 B의 고장수목 모델 방법



No

1.00e-09 2.40e-08 EP BSFL-A AFMPSS-B 1

2.40e-10 5.76e-09 EP BSFL-A AFMPRR-B 2

2.40e-11 5.76e-10 EP BSFL-A EPBSFC-B 3

2.40e-11 5.76e-10 EPBSFC-A EP BSFL-B 3

1.00e-11 2.40e-10 SWMP RL-A1 SWMPSS-A2 AFMPSS-B 4

2.40e-12 5.76e-11 SWMP RL-A1 SWMPRR-A2 AFMPSS-B 5

2.40e-12 5.76e-11 SWMP RL-A1 SWMPSS-A2 AFMPRR-B 6

5.76e-13 1.38e-11 SWMP RL-A1 SWMPRR-A2 AFMPRR-B 7

2.40e-13 5.76e-12 SWMP RL-A1 SWMPSS-A2 EPBSFC-B 8

2.40e-13 5.76e-12 SWMPRC-A1 SWMPSS-A2 EP BSFL-B 8

2.40e-13 5.76e-12 EP BSFL-A SWMPRC-B1 SWMPSS-B2 9

2.40e-13 5.76e-12 EPBSFC-A SWMP RL-B1 SWMPSS-B2 9

5.76e-14 1.38e-12 SWMP RL-A1 SWMPRR-A2 EPBSFC-B 10

5.76e-14 1.38e-12 SWMPRC-A1 SWMPRR-A2 EP BSFL-B 10

5.76e-14 1.38e-12 EPBSFC-A SWMP RL-B1 SWMPRR-B2 11

5.76e-14 1.38e-12 EP BSFL-A SWMPRC-B1 SWMPRR-B2 11

2.40e-15 5.76e-14 SWMP RL-A1 SWMPSS-A2 SWMPRC-B1 SWMPSS-B2 12

2.40e-15 5.76e-14 SWMPRC-A1 SWMPSS-A2 SWMP RL-B1 SWMPSS-B2 12

표 27. 방법 B의 LOSW 사고경위 최소단절집합

즉, 동시 가동 기기 A와 B에 대해서 고장수목 모델에 동일 기기에 대하여

Initiator (λ)와 Enabler (Q)를 고려하면, 초기사건빈도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λS = (λA + QA)*(λB + QB) = λA * λB + λA * QB + λB * QA + QA * QB

그러므로 Initiator의 중복과 Enabler 중복과 같은 의미 없는 단절집합(cut set)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방법론의 핵심 요소이다. 정확한 해는 아래와 같으

며, 의미 있는 조합을 도출하도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

려움이 있다. 현재, Initiator의 중복이 있는 단절집합은 코드처리과정에서 자동으로 제

거되지만, Enabler가 중복된 단절집합 제거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λS = λA * QB + λB * QA

방법 B의 고장수목으로부터 총 48개의 최소단절집합이 생성된다. 이 최소단절집

합들 중 9개는 2개의 Initiator를 포함하며, 15개는 Initiator를 포함하지 않는다. 두개

이상의 Initiator를 포함하거나,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최소단절집합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삭제하면 단 한 개의 Initiator만을 포함하는 다음의 24개의

최소단절집합만 남는다. 표 27에서 Italic체는 Initiator 사건을 나타낸다.



5.76e-16 1.38e-14 SWMPRC-A1 SWMPRR-A2 SWMP RL-B1 SWMPSS-B2 13

5.76e-16 1.38e-14 SWMP RL-A1 SWMPRR-A2 SWMPRC-B1 SWMPSS-B2 13

5.76e-16 1.38e-14 SWMPRC-A1 SWMPSS-A2 SWMP RL-B1 SWMPRR-B2 14

5.76e-16 1.38e-14 SWMP RL-A1 SWMPSS-A2 SWMPRC-B1 SWMPRR-B2 14

1.38e-16 3.32e-15 SWMPRC-A1 SWMPRR-A2 SWMP RL-B1 SWMPRR-B2 15

1.38e-16 3.32e-15 SWMP RL-A1 SWMPRR-A2 SWMPRC-B1 SWMPRR-B2 15

 

방법 B에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의미 없는 단절집합 제거를 위해 정량화 과정

에서 후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2차년도 연구에서 시도된 불시

정지 모델 방법은 초기사건과 계통의 고장수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작동요

구시간(Mission Time) 동안 고장확률 모델 방법이다. 이는 작동요구시간 동안의 계

통 고장확률을 구하는 모델 방법이다. 이는 위 표 20에 나열된 방법 중 KAERI의

C방법이다.

(다) 방법 C: 작동요구시간 고장확률 모델 방법

방법C에서는 작동요구시간 동안의 계통 고장확률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통

의 고장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아직까지 국내 PSA에서 사용된 경험이

없다.

C방법의 모델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개의 펌프로 이루어진 계통을

가정한다. P1 또는 P2 어느 하나만 작동하면 계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P1

P2

그림 51. 예제 계통

P1은 운전 중이고, P2는 대기 중에 있는 경우에 계통의 고장률은 P1이 고장 나

는 고장률에 P1이 고장 나는 경우에 P2의 고장확률을 곱함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λsys = λ1·(S2 + λ2·Tm)

여기서, λ1, λ2는 각기 펌프 P1, P2의 고장률이고,

S2는 P2의 기동실패 확률이며, Tm은 작동요구시간이다.

위의 식 양쪽에 Tm을 곱하면,

λsys·Tm = λ1·Tm · (S2 + λ2·Tm)

과 같이 된다. 각 항의 의미를 보면,

λ1·Tm : P1이 작동요구시간 동안 고장확률

S2 + λ2·Tm : P1이 고장 나는 경우에 P2의 고장확률

λsys·Tm : 계통이 작동요구시간 동안 고장 나는 확률

λsys·Tm를 구하는 것은 작동요구시간 동안의 고장확률을 구하는 것으로서 일반

적인 계통의 이용불능도를 구하는 것과 같아진다.

즉, 이용불능도를 구하고 이를 작동요구시간으로 나누어 계통의 고장률을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작동요구시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계통에서

P1이 고장 나는 경우에는 P2가 기동하여 운전한다. P1을 복구할 때까지 P2가 계속

운전된다면 이 계통은 원래의 건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P2의 작동요구

시간은 P1의 복구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울진 3, 4 호기 등 국내 표

준원전 계열의 PSA에서는 작동요구시간으로서 모두 24시간을 이용하였다. 울진 3,

4 호기 PSA에서 사용한 작동요구시간은 1차측 기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기의

복구시간인 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만일 계통마다 또는 사고

경위마다 작동요구시간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작동요구시간 동안의 계통 이용불능도를 구하는 고장수목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사건 분류가 C인 사건은 항시 운전 중인 기기에 대한 고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Initiator 사건 및 초기사건 발생 후 계속 운전을 실패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Method 2 : 
Unavailability Model
during Mission Time

TOP

Loss of a SW Train 
A

LOSW

SW Train A Failure

GSW-A

AFW Failure

AFW

그림 52. 방법 C의 고장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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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방법 C의 고장수목 구성 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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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방법 C의 고장수목 구성 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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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방법 C의 고장수목 구성 예 (계속)

그림 52에 주어진 고장수목으로 LOSW 사고경위 정량화를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No Value Cut Set
Event 분류

1 2.40E-08 AFMPSS-B 　 　 C S 　 　

2 5.76E-09 EP BSFC-A AFMPRR-B 　 　
C S 　 　

3 5.76E-10 EP BSFC-A EPBSFC-B 　 　
C C 　 　

4 2.40E-10 SWMP RC-A1 SWMPSS-A2 AFMPSS-B 　 C S S 　

5 5.76E-11 SWMP RC-A1 SWMPRR-A2 AFMPSS-B 　
C R S 　

6 5.76E-11 SWMP RC-A1 SWMPSS-A2 AFMPRR-B 　 C S R 　

7 1.38E-11 SWMP RC-A1 SWMPRR-A2 AFMPRR-B 　 C R R 　

8 5.76E-12 SWMP RC-A1 SWMPSS-A2 EPBSFC-B 　
C S C 　

9 5.76E-12 EP BSFC-A SWMPRC-B1 SWMPSS-B2 　 C C S 　

10 1.38E-12 SWMP RC-A1 SWMPRR-A2 EPBSFC-B 　
C R C 　

11 1.38E-12 EP BSFC-A SWMPRC-B1 SWMPRR-B2 　
C C R 　

12 5.76E-14 SWMP RC-A1 SWMPSS-A2 SWMPRC-B1 SWMPSS-B2 C S C S

13 1.38E-14 SWMP RC-A1 SWMPRR-A2 SWMPRC-B1 SWMPSS-B2 C R C S

14 1.38E-14 SWMP RC-A1 SWMPSS-A2 SWMPRC-B1 SWMPRR-B2 C S C R

15 3.32E-15 SWMP RC-A1 SWMPRR-A2 SWMPRC-B1 SWMPRR-B2 C R C R

표 28. 방법 C의 LOSW 사고경위 최소단절집합

결과가 나온다.

∙ 작동요구시간 동안의 계통 고장확률은 3.072e-8로 계산됨

∙ 3.072e-8을 작동요구시간인 24시간으로 나누면 사고경위 발생빈도는

1.28e-9/h로 계산됨

∙ 방법 C의 발생빈도는 방법 A의 발생빈도와 일치함

∙ 최소단절집합은 다음과 같으며 방법 A의 최소단절집합과 내용이 일치함

∙ 표에서 Italic체는 방법 A의 Initiator 사건에 해당. 따라서 다음 표 9에서

Italic체로 된 사건을 고장률 단위의 사건으로 변경하면 방법 A와 같은 결과

를 얻음

∙ 방법 C에서는 방법 A에서처럼 고장수목을 변경하거나 일부 사건을

True/False로 설정하여 정량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음. 즉, 정량화 과정이

단순

∙ 표 28에서 Event 분류는 각 최소단절집합에 포함된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예로서 다섯 번째 최소단절집합에서 C, R, S는 SWMPRC-A1는 C,

SWMPRR-A2는 R, AFMPSS-B는 S라는 것을 나타냄

 



No Value Cut Set

1 2.40E-05 EP BSFC-A

2 2.40E-07 SWMP RC-A1 SWMPSS-A2

3 5.76E-08 SWMP RC-A1 SWMPRR-A2

표 29. 방법 C의 LOSW 최소단절집합

∙ 참고로 LOSW에 대한 최소단절집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이 결과는 방

법 A의 결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LOSW 사고경위 외에도 다른 초기사건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

토하여 방법 C의 특징을 다시 점검하였다. 다른 초기사건으로는 4.16 KV 버스 B의

고장을 예제로 선택하였다. 4.16KV 버스 B가 고장나면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고, 만

일 AFWS가 작동하지 않으면 노심손상으로 진행한다고 가정하자. 이 사고경위를

여기서는 LO416 사고경위라고 부른다.

LO416

AFWS
LO416-2 = LO416 * AFWS

그림 53. LO416 사고경위

방법 C에 따른 작동요구시간 동안의 노심손상 확률을 구하는 고장수목은 다음과

같다.

Loss of 4.16 KV 
Train B * AFW

LO416B-AFW

EPS Train B Fails 
while Operating

EPBSFC-B
2.40E-05
1.00E-06/h
 24h

AFW Failure

AFW

그림 54. LO416 고장수목

 

여기서 AFW에 대한 고장수목은 방법 C의 그림 54에 주어진 것과 같다. LO416



No Value Cut Set Event 분류

1 2.40E-08 AFMPSS-A 　 C S 　

2 5.76E-09 EP BSFC-B AFMPRR-A 　 C R 　

3 5.76E-10 EP BSFC-B EPBSFC-A 　 C C 　

4 5.76E-12 EP BSFC-B SWMPRC-A1 SWMPSS-A2 C C S

5 1.38E-12 EP BSFC-B SWMPRC-A1 SWMPRR-A2 C C R

표 30. LO416 사고경위 최소단절집합

초기사건 Cut Set Event 분류

S 　 AFMPSS-B 　 　 C S 　 　

S 　 EPBSFC-A AFMPRR-B 　 　 C S 　 　

S B EPBSFC-A 　 　 C C 　 　

S 　 SWMP RC-A1 SWMPSS-A2 AFMPSS-B 　 C S S 　

S 　 SWMP RC-A1 SWMPRR-A2 AFMPSS-B 　 C R S 　

S 　 SWMP RC-A1 SWMPSS-A2 AFMPRR-B 　 C S R 　

S 　 SWMP RC-A1 SWMPRR-A2 AFMPRR-B 　 C R R 　

S B SWMP RC-A1 SWMPSS-A2 　 C S C 　

S 　 EPBSFC-A SWMPSS-B2 　 C C S 　

S B SWMP RC-A1 SWMPRR-A2 C R C 　

S 　 EPBSFC-A SWMPRR-B2 　 C C R 　

S 　 SWMP RC-A1 SWMPSS-A2 SWMPSS-B2 C S C S

S 　 SWMP RC-A1 SWMPRR-A2 SWMP RC-B1 SWMPSS-B2 C R C S

S 　 SWMP RC-A1 SWMPSS-A2 SWMP RC-B1 SWMPRR-B2 C S C R

S 　 SWMP RC-A1 SWMPRR-A2 SWMP RC-B1 SWMPRR-B2 C R C R

　 B EPBSFC-B AFMPSS-A 　 　 C S 　 　

　 B EPBSFC-B AFMPRR-A 　 　 C R 　 　

표 31. 두 초기사건들의 최소단절집합 비교

사고경위에 대한 최소단절집합은 다음 표 30과 같다.

작동요구시간 동안의 노심손상 확률은 3.034e-8이며, 노심손상빈도는 이를 24h로

나눈 1.264e-9/h 이다.

LOSW 및 LO416, 2개의 사고경위에 대한 결과들에는 서로 겹치는 최소단절집합

들이 있다. 다음 표 31은 전체 최소단절집합을 합치고, 각 최소단절집합이 어느 초

기사건에 대한 것인지를 표시한 것이다.

 



표 31에서 초기사건 란에 S는 LOSW로부터 계산된 최소단절집합, B는 LO416으

로부터 계산된 최소단절집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LO416에 대한 것은 5개중 3개의 최소단절집합이 LOSW에 대해 같이 나타나 있

다. 이들은 각기 Initiator 성격인 기기의 고장이 2개 포함되므로 LO416 및 LOSW

에 모두 나타나야, 전체 고장률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n개의 사건(Event)으로 이루어진 최소단절집합(Minimal Cut Set)의 발생률

(Occurrence Rate)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Henley, 1981, Misra,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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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소단절집합 내 다른 사건들의 이용불능도(Unavailability)들의 곱,

)(tQl 은 l 번째 사건의 이용불능도이다.

예로서 최소단절집합에 A, B, C 3개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 발생률 w는

w = (wA * QB * QC + wB * QA * QC + wC * QA * QB)

와 같이 계산된다.

이 식에서 주의할 점은 Initiator(작동 중 고장이 발생하여 사고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가 될 수 있는 사건만 발생률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건의 발생률은 0이다.

Fails to Start, 초기사건 발생 이후의 Fails to Run, Out of Service로 인한 이용불

능도 사건 등은 Initiator가 발생한 후에만 나타나는 사건으로서 발생률이 없는 사건

이 된다.

예를 들어, EPS 버스 A 및 B의 동시 고장 최소단절집합 (EPBSFC-A *

EPBSFC-B)은 수식 1에 따라 w(A) * Q(B) + w(B) * Q(A)와 같이 고장률이 계산

되어야 하므로, LOSW에 대해 한번, LO416에 대해 한번 EPBSFC-A * EPBSFC-B

최소단절집합이 나타나야 전체 고장률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

또한 6개의 최소단절집합은 SWMPRC-B1 사건을 포함하며, SWMPRC-B1 역시

Initiator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SWMPRC-B1을 포함하는 다른 초기사

건이 선택되어 분석이 수행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고장률을 저평가할 가능성이 있

다.



위의 결과는 방법 C를 사용할 경우에는 Initiator들을 모두 분류하고 각 Initiator

들에 대해 필요한 사고경위를 작성하여야만 전체적인 고장률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방법 C에 따라 계산된 15개의 최소단절집합(표 31 참조)보다 많은 수의 최

소단절집합이다. 이들을 비교하면 방법 C에서는 하나의 최소단절집합으로 나타나던

것이 방법 B에서는 2개의 최소단절집합으로 나타난 것들이 있다.

표 30에서 No는 방법 C의 결과인 표 31의 No에 해당되는 최소단절집합을 나타

낸다. 예로서 마지막 열의 No가 3인 최소단절집합은 2개가 있다. 만일 방법 C에서

하나의 최소단절집합 내에 type C가 2개 이상이 들어 있으면, 방법 B에서는 각

Type C에 대해 Initiator로 바뀌고, 나머지 최소단절집합의 곱을 한 것으로 변경된

다. 즉, Type C의 수만큼의 최소단절집합으로 바뀐다.

이와 같은 방법 B의 결과는 최소단절집합의 발생률을 계산하는 방법인 수식 1에

서 주어진 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다음과 같이 방법 C에서 1개의 최소단절집합이 방법 B에서는 2개의 최소단절

집합으로 생성된다.

∙ 방법 C : EPBSFC-A * EPBSFC-B 

∙ 방법 B : EPBSFL-A * EPBSFC-B + EPBSFL-B * EPBSFC-A

방법 C에서는 EPBSFC-A * EPBSFC-B로 나타나며, EPBSFC-A 및 EPBSFC-B

모두 Initiator 및 Mitigating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수식 1에 따라 이 최소단절집합

으로부터 발생빈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것이 타당하다.

w(2)=w(EPBSFC-A) * Q(EPBSFC-B) + w(EPBSFC-B) * Q(EPBSFC-A)

방법 B에서는 Initiator와 Mitigating 기능을 분리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

다.

w(3)=w(EPBSFL-A) * Q(EPBSFC-B) + w(EPBSFL-B) * Q(EPBSFC-A)

방법 B의 최소단절집합을 보면 EPBSFL-A * EPBSFC-B은 EPS 트레인 A의 고

장으로 ESWS 트레인 A가 상실되어 초기사건이 발생하고, 이 때 EPS 트레인 B가

이용불능하여 노심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EPS 트레인 A의 고장으로 인한

ESWS 트레인 A의 상실은 본 예제에서 설정한 LOSW 사고경위의 초기사건이다.

반면, 최소단절집합 EPBSFC-A * EPBSFL-B는 EPS 트레인 B의 고장이 초기사

건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EPS 트레인 B의 고장으로 초기사건이 발생



한다면, 이는 지금까지의 LOSW 사고경위에서 평가하는 LOSW의 초기사건과는 무

관하므로 다른 초기사건으로 분류되어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방법 C에서는 전체적인 노심손상빈도를 저평가할 수 있다.

방법 B는 전체의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나, 만일 초기사건을 여러 개

로 분리하여 사고경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의미의 최소단절집합이 각 초기사

건별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2차측 계통 불시 정지 모델 개발

불시정지 모델 구축의 핵심은 원전의 2차 계통에 대한 불시정지 고장수목 모델을 개

발하는 것이다. 1차, 2차년도 시범 모델(주급수 및 복수 계통 등)을 포함하여, 현재 13

개 계통에 대한 불시정지 모델을 구성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구성된 모델은 전기

및 제어 계통에 대한 상세 모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 계통에 대한 상세

모델링은 2010년에 추가 완료될 예정이다.

2차측 계통에 대한 기기 신뢰도는 울진 3,4호기 순환수 계통(CW), 2차 기기 냉각

해수 계통(TBOCW) 및 2차기기 냉각수 계통(TBCCW)에 대한 기기 신뢰도 DB를 구

축 및 분석 상태이며 분석 완료된 기기에 대해서는 구축된 DB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

용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시정지를 유발하는 로직을 찾을 수 있는 모델을 구성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신뢰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향후 상세 추가될 예정이

다.

(1) 2차측 계통 관련 신뢰도 자료 조사

Trip 모델 관련 시범 계통인 울진 3,4호기 주급수 계통에 대한 신뢰도 자료를 조사하

고 기기 신뢰도 DB를 구축하였다. 160개의 분석대상 기기로부터 490건의 보수 이력

검토 및 분석하였다 (O/H 기간 제외). 기존 KAERI에서 개발한 기기 신뢰도 DB인

KIND (Korean Information System for Nuclear Reliability Data)를 활용하였으며

주급수 계통 기기에 대해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류 고장모드 C D I
고장율1

/h

고장율2

/h
고장확률

정상운전

기간총계

운전일

자총계

작동횟

수총계

Pump-FW

Motor Pump

Fails to Start 3 5.26E-05 2377

Fails to Run 2 3.51E-05 2377

Vibration 2 2377

External Leakage 10 1.75E-04 2377

Pump-FW
Turbine

Pump

Fails to Run 2 1 1.93E-05 4754 4754

Fails to Start 5 4.38E-05 4754 4754

Vibration 4 4754 4754

External Leakage 17 1.49E-04 4754 4754

Pump-Start
up FW

Pump

Fails to Start 3 1.05E-05 2377

Fails to Run 2 7.01E-06 2377

External Leakage 1 1.75E-05 2377

Power
Operated
Valve-Pneu

matic

Spurious

Operation
1 4.38E-07 19016 34.73

Internal Leakage 1 2.19E-06 19016 34.73

Fails to Operate 4 3 1.01E-05 1.32E-01 19016 34.73

External Leakage 12 2.63E-05 19016 34.73

MFIV

External Leakage 12 2.63E-05 19016 34.73

Spurious

Operation
1 4.38E-07 19016 34.73

Fails to Operate 4 3 1.01E-05 19016 34.73

Internal Leakage 1 2.19E-06 19016 34.73

표 32 BOP 모델을 위한 주급수 계통의 기기 신뢰도 DB 예

(2) 불시정지 경로 분석

원전 운영에는 유지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작업이 포함되며, 이들 작업은 원전의

불시정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시정지 모델에서는 불시정지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불시정지를 일으키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즉각적 불시

정지, 지연 불시정지, 제어 마진의 감소, 기술지침 위반, 단순 과도 상태, 안전계통

실패 등 원인에 의해서 불시정지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유형별로 여

러 가지 기능이 유발가능 기능으로 파악되었다. 아래 표 33은 불시정지 유형에 따

른 2차 계통의 주요 기능 수를 보여준다.



불시정지 유형 관련 기능 (계통)

Immediate Trip
41개 주요 기능 (19개 계통) + 13개

전기 계통

Delay Trip Manual 6개 주요 기능
Automatic 3개 주요 기능

Reduced Control Margin 9개 주요 기능
Tech. Spec. Violation 3개 주요 기능
Plant Transient 2개 주요 기능
Safety System Failure N/A

표 33. 불시정지 유형별 원전 2차 계통의 주요 기능 수

국내 불시정지 이력을 분석한 결과, 그림 55와 같이 원전의 불시정지를 유발하는

경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기기고장이 곧바로 불시정지를 야기하는 경우

도 있지만, 여러 경로를 거쳐 불시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시정지 모델에

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시정지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불시정지 경로를 파악하였다. 경로 도식은 불시정지 경로 파

악 및 분석 모델 개발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는 1차적인 원인이 불시정지를 야기

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보수작업이나 원전 고유의 과도 특성으로 인하여 불시정지

를 초래할 경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림 55. 불시정지 주요 경로도



(3) 분석 대상 계통 분류 및 선정

원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계통(울진 3, 4호기 기준 약 137개의 계통)을 조사하

여 총 20개의 주요 분석 및 모델 대상 계통을 선정하였다. 대상 계통은 중요성, 모

델 난이도를 고려하여 2차 계통 외 1차 계통, 제어계통, 전기계통 등을 포함하여 선

별하였다. 기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와 실제적으로 다른 계통에 포함되어

관리되거나 불시정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계통은 모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모델 대상 계통별 모델 내용 및 특징은 다음 표 34와 같다.

이외에도 실제 원자로 정지와 터빈 정지 신호를 유발하는 관련 계통을 모두 조사

하여 기존 선별 계통에 포함되지 않은 계통에 대해서는 추가할 예정이다.



일
련
번
호

모델 대상 계통

모
델
대
상*

중
요
도

난
이
도

필
요
시
간

모델 내용 및 특징

1 Reactor Coolant (431) - 상 중 하
일차 계통으로 모델 대상 제외, 원전 불시정지에 직접 영향, 다수의 불시정지
신호 존재.

2 Main Steam (521) △ 상 중 중 PSA 모델

3
Main Turbine &
Auxiliary (511)

X 상 상 상
NETEC 협력, 복잡한 터빈 보호 신호로 다양한 성공 기준 필요, 2009년 기존
모델을 개선 추가 예정

4 Turbine EHC (781) X 중 상 중
2010년도 모델 예정, NETEC 협력, 주터빈제어 계통으로 분석이 어려움. 다양한

성공 기준 존재,

5
Turbine Lube Oil

(514)
△ 중 중 중 보조 계통으로 터빈 정지에 영향, 운전원 조치에 의한 수동정지,

6 Condensate (531) □ 상 중 중
2007년 모델, 주급수 공급에 따른 불시정지에 영향, 운전 유형이 상대적으로
복잡, 보조 계통의 영향이 큼.

7
Condenser Vacuum
(535)

O 중 상 중

복수진공상실 터빈 정지에 직접 연동, 진공상실률에 따른 다중 유형의 성공기준

존재, 202개 복수기 배관이 진공상실 원인 제공으로 매우 복잡함. 진공상실율

및 관련 계통, 운전절차에 따라 7개 유형으로 분류 고장수목 작성.

8
Circulating Water
(551)

O 중 하 하
외부 유입 물질에 의한 영향이 큼. 복수진공상실로 불시정지에 영향. 2가지 유

형의 성공기준 존재, 4대 이상의 순환수 펌프 가동, 2개 복수기 라인 유량공급,

9
Travelling Screen &

Screen Wash (553)
△ 하 하 하 계절별, 외부 요인에 의한 외부 유입 물질에 따른 영향이 큼.

10 Auxiliary Steam (571) △ 하 중 중 보조계통의 작동에 영향을 줌. 증기 공급의 다중화로 영향 작음.

11 Feedwater (541) □ 상 상 중
2007년 모델, NETEC 협력, 급수 상실에 따른 불시정지 영향 큼. RPCS, SBCS
등과 연동되어 작동, 제어 계통의 모델이 복잡함. 보조 계통의 영향이 큼. 주요
영향은 급수펌프 및 부스터 펌프의 작동 중지

12
Feedwater Pump

Turbine (526)
△ 중 중 중

주급수펌프 작동에 영향을 주는 보조계통, 주급수 상실에 의한 불시정지, RPCS,

SBCS 등과 원전제어에 따른 영향이 큼.

13 Instrument Air (596) △ 하 상 상
2차 계통 제어에 사용, 관련 계통이 매우 많고 복잡, 각 계통의 보조 계통으로

모델해야 함. 성공기준이 모호함.

14
Turbine BLDG Open
Cooling Water (561)

O 중 증 중 외부 유입물질에 TBCCW의 하위 영향 계통으로 모델,

15
Turbine BLDG Closed

Cooling Water (562)
O 중 중 중

불시정지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보조계통의 열제거 상실에 따른 수동

정지에 영향, 불시정지의 간접적 영향을 주므로 성공기준 작성이 모호함.

16
Plant Chilled Water
(632)

△ 중 중 중 보조 계통의 열제거 상실에 영향을 줌. 불시정지 유발 계통에 영향을 줌.

17 Generator Gas (513) X 중 중 중
NETEC 협력, 발전기 정지에 따른 터빈불시정지에 영향을 줌. 전기계통의
상실에 영향

18
Generator Stator

Cooling (517)
X 중 중 중

NETEC 협력, 발전기 정지에 따른 터빈불시정지에 영향을 줌. 전기계통의

상실에 영향

19
Generator Shaft Seal

(518)
X 중 중 중

NETEC 협력, 발전기 정지에 따른 터빈불시정지에 영향을 줌. 전기계통의

상실에 영향

20
Reactor Protection
(711)

X 상 상 상 일차 계통으로 모델 대상 제외, NETEC 협력

21 CEDM Control (741) X 상 상 상 일차 계통으로 모델 대상 제외, NETEC 협력

22
Component Cooling
Water(461)

O 중 상 중
일차 계통이지만 보조계통으로 2차 성격을 가지며 불시정지를 유발하거나,
불시정지 유발 계통에 영향을 줌.

23
Essential Service
Water(462)

O 중 상 중 기기냉각수계통을 보조하여 불시 정지에 영향을 줌.

24
Aux. Control Panel

(752)
- 상 상 상 2010년도 모델 예정

25 Plant Control (771) - 상 상 상 2010년도 모델 예정

표 34. 모델 대상 계통별 모델 내용 및 특징



*모델진행 상황: O(완료), △(모델 중), □(2007년 모델, 수정), -(2010년 모델), X(NETEC 협력)

(4) 계통별 불시정지 모델 개발

13개 2차 계통을 대상으로 한 고장수목을 개발하였다. 본 단계에서 개발된 고장

수목은 주로 기기 고장을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전기계통 및 제어계통에 대한 상세

모델은 2010년에 추가 예정이다.

개발된 2차 계통 고장수목과 리스크 모델과의 통합 모델을 시범 구축하고 활용

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사항을 찾아 리스크/성능 통합 모델을 개선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계통별 불시정지 고장수목을 기반으로 영광 3,4호기

를 대상으로 개발 중인 Trip 신호별 불시정지 모델 구축을 위한 FT 변환에 활용하

여, 8개 불시정지 신호(증기발생기 수위 조절, 복수기 압력 조절 신호 등)에 대한

고장수목을 개발하였다.

(가) 방법 B 시범 모델 계통: 주급수계통(MFWS) 및 복수계통(CDS)

① 계통 운전

주급수계통(MFWS)은 주급수 펌프 및 급수 승압 펌프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

온도, 유량률로 2대의 증기발생기에 물을 공급한다. 정상 운전 시에는 2대의 터빈

구동 펌프가 운전되며, TDP 출력이 낮아져 급수 유량이 낮아지면 대기 중인 모터

구동 펌프가 기동하여 100% 주급수 유량을 맞춘다. 주급수 펌프 3대가 동시 운전

시, 주급수 유량의 130%를 초과하면 주급수 유량-고 경보가 발생하고, 주급수 총

유량이 140%를 초과하면 모터 구동 주급수 펌프가 정지한다.

원자로가 출력 75% 이상으로 가동되고 있을 때, 한 대 이상의 주급수 펌프가 정

지하면 원자로출력 급감발 계통(RPCS)계통이 작동하여 원자로 트립을 방지한다.

기동, 정지 및 고온대기 상태에서는 전동기 구동 기동용 급수 펌프가 증기발생기

에 물을 공급한다.

② 계통 경계



불시정지 모델에서 고려한 주급수계통의 경계는 CST로부터 시작되어 터빈 구동

급수 펌프까지의 유로, 터빈 구동 급수 펌프와 관련 밸브 및 하향 유로 급수관과

이코노마이저 급수관을 포함한다. 그림 56의 단순 계통도에서 파랑색 박스로 표시

된 부분이 모델 대상 기기들이다. 기동용 급수 펌프는 기동, 정지 및 고온대기 상태

에서 사용되므로 Trip 모델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56. 주급수 계통 P&ID

③ 모델 가정 사항

다음의 가정들이 주급수 계통의 불시정지 고장수목을 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었

다.

∙ Initiator로서의 임무 수행 시간은 1년, enabler로서의 임무수행 시간은 24시

간으로 가정

∙ 터빈 구동 급수펌프 라인만을 고려

∙ 가동 중인 트레인의 부품에 대해서는 시험 및 보수로 인한 고장 모드를 고려

하지 않음

∙ 오신호로 인한 기기이용불능은 고려하지 않음

∙ 보조계통의 고장은 고려하지 않음



∙ 인적 오류 고장은 고려하지 않음

∙ 정상운전 중 열림 상태를 유지하는 밸브에 대해서는 같은 시점에 같은 고장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열림 상태의 밸브 특성상 매우 낮아 공통원인 고장을

고려하지 않음

∙ 필요한 보조계통의 모델은 undeveloped event로 처리하여 모델

④ 모델 개발

복수계통은 주급수 계통의 하위 로직으로 모델된다.

주급수 계통 및 복수계통에 의한 발전소 불시정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TDP 2대의 정지 또는

∙ TDP 1대 정지 후 RPCS가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 TDP 2대의 정지 또는 TDP 1대 정지 후 RPCS가 작동 실패

∙ 3대 복수펌프의 정지

MDP의 용도는 TDP 출력이 정상이 아닐 때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운전 중

인 TDP 펌프 정지 시 곧바로 기동시킬 수 없으므로 불시정지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운커머(Downcomer)를 통한 급수 라인만으로는 정상 출력 운전시의 부하

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모델에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급수계통 불시정지

모델의 상위 로직은 그림 57과 같이 개발되었다. 어떤 기기는 Initiator와 Enabler로

모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Event를 모두 모델 한다. Initiator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enabler로 사용된 cutset은 정량화 과정에서 제거된다.



그림 57. MFW Trip 모델 상위 로직

⑤ 고장수목 정량화

운전 중인 2대의 펌프가 모두 정지하거나 1대의 펌프가 정지한 후 원자로출력 급

감발계통(RPCS)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정량화를 수행한다. 주급수 계통

자체의 고장으로 인한 Trip 빈도 평가를 위해 보조계통의 고장은 고려하지 않았

고, 복수계통 및 DST 고장과 RPCS에 대한 고장은 undeveloped 사건으로 처리하였

다.

정량화 결과, 절단값(Cut-off Value)을 1.0E-11으로 하였을 때, 주급수 계통의 고

장빈도는 1.3e-1/yr이고, 전체 노심손상빈도는 5.81e-6/yr로 평가되었다.

⑥ 결과 해석

LOFW초기사건을 사용하고 절단값을 1e-11로 했을 경우, 전체 CDF는 5.54e-6/yr

이고, 이 중 LOFW 초기사건에 의한 CDF는 3.261e-7/yr로 약 5.9%이다. (LOFW초

기사건 빈도: 8.4e-2/yr)

MFW Trip 모델을 사용하여 절단값을 1e-11으로 했을 경우, 전체 CDF는



Cutof

f Value

CDF Cutset 수
CDF 비

(%)

Cutset수 비

(%)

IE

Value

Trip모

델

IE

Value
Trip모델

Trip

/IE

IE

Value

Trip

모델

IE

Value

Trip

모델

1e-11 2.645e-7 4.999e-7 1,490 4,623 3.1 100 100 100 100

1e-12 2.770e-7 5.694e-7 5,441 26,532 4.9 105 114 365 574

1e-13 2.819e-7 5.933e-7 18,998 102,506 5.4 106 118 1,275 2,217

1e-14 2.836e-7 6.020e-7 73,667 354,140 4.8 107 120 4,944 7,660

1e-15 2.843e-7 6.049e-7 284,562 1,280,994 4.5 107 121 19,098 27,709

표 35. LOFW 모델 사용에 따른 CDF 및 MCS 수의 변화

5.81e-6/yr 이고, 이 중 LOFW 초기사건에 의한 CDF는 5.0-7/yr로 약 8.6%를 차지

한다. (Trip Frequency: 1.3e-1/yr)

Cutoff Value 변화에 따른 Cutset 수 및 CDF의 변화를 LOFW ET에 대한 정량

화를 통해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Trip 모델 이용 시에는 높은 절단값 사용 시 절단되는 MCS가 많으므로, 단일 초

기사건 빈도 사용 시에 비해, 낮은 절단값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최대

1e-13이하). 또한, Trip 모델 사용 시 MCS의 수가 Value 사용 시에 비해 4~5배 정

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초기사건이 없는 MCS의 수는 절단값 1e-11의 경우에는 전체 MCS 4,633개중 10

개이지만, 절단값 1e-15의 경우에는 전체 MCS 1,391,547개중 110,553개로 약 8%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정량화 시간이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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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CDF 변화 비교

구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1) 불시정지 빈도를 평가하고 2) PSA 모델과 결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Cut set 검토를 통하여 불시정지 빈도 평가 및 PSA 모델

과의 결합에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기기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는 표 36과 같다. 불시정지 모델을 사용한 경우에는

2차 계통 기기가 리스크에 미치는 중요도 값의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불시정지 모

델 개발의 중요한 예상 결과이다(초기사건 단일값 사용 시에는 기기별 모델이 포함

되지 않아 기기 중요도를 평가할 수 없음).

기기
Fussel-Ve

sely 중요도

Risk
Reduction

Worth

Risk Achievement
Worth (CCF Factor

Adjusted)
3541M-MP04 0.008367 1.008438 2.63

3541M-MP05 0.00772 1.00778 1.3
3541M-TP01 0.008367 1.008438 2.63
3541M-TP02 0.012387 1.012542 1.25
3531M-PP01 0.000031 1.000031 1
3541M-PP02 0.000031 1.000031 1
3541M-PP03 0.000002 1.000002 1

표 36 MFW Trip 모델 사용 시 기기 중요도

⑦ 리스크 모델과 결합하였을 때의 문제점



Cutoff Value 변화에 따른 Cut set 수의 변화를 Loss of Feedwater 관련 PSA 모

델(Event Tree+Fault Tree)에 대한 정량화를 통해 점검하였다. 불시정지 모델과

PSA 모델을 결합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은 cutoff 값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cut set의 수가 기존 단순 값을 사용하던 경우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함을 보

여준다(cutoff=1.0e-13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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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Cutoff 값에 따른 cut set 수 변화 비교

(나) 방법 C 시범 모델

① TBOCW(Turbine Building Open Cooling Water) 대상

TBOCW 계통은 TBCCW 열교환기의 튜브에 해수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개의 100% 용량을 가진 TBOCW펌프, 밸브, 배관 및 I&C 로 구성되어 있고,

TBCCW 열교환기의 열을 제거하여 CW 방출관을 통해 바다로 열을 방출한다.

WH 계통은 발전소 모든 운전모드에서 계속적으로 운전된다.

계통 성공기준은 2대의 TBOCW 펌프 중 1대를 운전하여, 2대의 TBCCW 열교환

기 중 1대에 발전소 모든 운전 모드 동안 적절한 유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A계열이

운전 중인 것으로 가정하고, 교대 운전은 고려하지 않았고 기타 보조계통의 모델은

미개발 사건으로 처리하였다.

∙ 고려된 계통 실패기준:



- 2대의 TBOCW 펌프 정지

- TBCCW 열교환기로 연결된 A, B 배관 상의 밸브 동시 고장

TBOCW 계통의 모델 대상은 그림 60의 단순 계통도와 같다.

그림 60. TBOCW 계통 단순 계통도



그림 61. TBCCW FT

정량화 결과는 기존 Type C의 Initiator/Enabler 동시 모델에서와 같이 의미 없는

Cutset이 발생하지 않고, 그림 62와 같이 하나의 초기사건만이 존재한다.

그림 62. TBOCW 정량화 결과



② 순환수(CW) 계통 모델

CW 계통은 원전의 잔열을 제거하는 핵심 계통이다. 국내 17건의 유사 계통 불시

정지 사례 있으며, 원인별로 분류하면, 과부하보호계전기 오작동 1회, 가시고기떼,

오물유입, 새우 및 해파리떼 등 외부적 요인 14회, 운전원 오류 2회 등이다.

불시정지 경로는 순환수 이상은 직접 불시정지를 유발하지 않으나, 복수기 진공

감소에 의한 터빈 정지 및 원자로 정지를 유발한다.

성공기준은 4대 이상의 CW 펌프로 순환수 공급하고, 각 복수기는 2개의 배관에

정상 유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보조 계통 및 전기 및 제어 계통 미개발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기본사건은 리스크 모델의 기기 경계를 기준을 따른다. CCF는 고려하

지 않았다.

CW 계통의 단순 P&ID 및 고장수목 상위 부분은 아래 그림 63, 그림 64와 같다.

그림 63. CW 계통 단순 P&ID



그림 65. CW FT 모델 상위 20개 cutset 생성 결과

그림 64. CW 계통 모델 상위로직

정량화 결과는 그림 65와 같으며, 24시간 동안의 실패 확률은 1.94E-08로 평가되

었고, 연간 운전시간 환산(8760hr) 모델 자동화 연계로 계산하지 않았다. 보수 및

운전원 조치, 외부요인 사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주요 요인은 순환수 펌프 작동 실패가 상위 cutset을 형성, 기타 밸브의 오조작

등이 중요 사건으로 나타났다.



3. 상위로직 개발

종합적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불시정지에 대한 계통 모델과 상위로직(Top-Logic)개

발, 불시정지 원인 및 경로 분석이 필수적 요소이다. 상위로직 개발 시에는 원전의 기

기 감시 및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통별/기능별/원인별/초기사건별로 잘 정의되고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상위로직(Top-Logic) 개발이 필요하다. 각 유형의 상위로직을 교

차 검색하여 체계화된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다(그림 66).

그림 66. 기능별 상위로직 구성도

불시정지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기능별 및 원인별 상위로직을 체계화하여야 모델

을 활용할 수 있다. 리스크 모델과의 통합성을 고려할 경우 초기사건 유형별 분류

의 상위로직 즉, EPRI 범주와 NUREG/CR-5750 등의 유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불시정지 모델을 성능 감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상위로직을 교차 검색

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 불시정지의 원인 파악 등 이해 증진에 활용

∙ 리스크 모델과 통합성/확장성 제고

∙ 모델 개발의 효율성 제고

∙ 불시정지 모델의 리스크/성능감시에 활용



4. 불시 정지 고장수목 모델 방법 선정

본 연구의 최종 결과인 종합 성능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모델과

통합할 수 있는 유형의 불시정지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1차년도 연구에서 제안된

Initiator와 Enabler를 동시에 모델 하는 B방법과 2차년도 연구에서 시험된 작동요구시

간 동안의 고장확률 모델 C방법은 시험결과 모두 리스크 모델과 결합 가능한 모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B방법의 경우에는 Initiator와 Enabler를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분석자가 쉽게 모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Initiator가 없는 의미 없는

단절집합이 발생하므로, 정량화 후에 이들 의미 없는 단절집합을 제거하기 위한 후처

리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는 정량화 코드에서는 중복 Initiator가 포

함된 최소단절집합은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나 Initiator가 없는 최소단절집합

제거 기능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초기사건과 안전계통의 고장수목으로 동시에 사

용할 수 있는 작동요구시간 동안 고장확률 모델 방법을 제시하였다. 작동요구시간

동안 고장확률 모델 방법은 작동요구시간 동안의 계통 고장확률을 구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고장률 평가 시에는 작동요구시간으로 나누어 고장률이 평가되도록 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계통이 복잡한 경우에 간단하게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한, 기존 PSA에서 안전계통용으로 구성된 모델을 수정하여 불시정지 모델에도 사

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리 정해진 Initiator에 대해서만 고장률을

계산할 수 있고, 기기 복구 시간을 작동 요구시간으로 하므로 기기 복구 시간이 작

동요구시간과 크게 다른 경우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B와 C 방법을 모두 적용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는 B방법을 사용하여 불

시정지 모델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발전소 경험을 조사해 본 결과, 2차측

기기에 대한 기기 복구 시간이 24시간을 많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기 때문에 향후 기기작동요구시간 문제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고려하였다.

5. 영광 3,4호기 신호별 Trip FT 개발



‘인적유발사건의 리스크/성능 평가 기술 개발’ 과제에서 개발한 영광 3,4호기를

대상으로 한 신호별 Trip 로직을 고장수목으로 전환하였다. 개발된 Trip 로직은 주

로 인적 오류에 의한 고장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고장수목 전환 시에 기기 고장에

의한 사건을 추가하여 모델 하였다. 개발된 FT는 증기 발생기 수위 제어 신호 로직

을 비롯한 8개 Trip 신호와 2개 보조계통에 대한 FT 로직이다. 아래 그림 67과 같

이 Excel로 되어 있는 로직을 고장수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ftp'파일 형식으로

전환 한 후 고장수목으로 전환한다.

그림 67. 터빈 제어 유압 신호 Trip 로직



그림 68. 터빈 제어 유압 신호 Trip 로직 ftp 파일



그림 69. 터빈 제어 유압 신호 Trip 로직 고장수목



제 3 절 리스크/성능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1. 개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원전 리스크는 여러 가지 가상사고 시나리오와 그와 관련된

‘발생확률’, 시나리오 ‘결과‘ 등이 빚어내는 결정체로 ’확률‘x '결과’의 의미를 갖는

다. 대표적인 리스크로 원전의 ’노심손상빈도‘, 가상사고시 원전 주변의 ’주민들의 피

폭량’ 같은 것들이 있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론이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이다. 이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여, 즉, PSA insight를 이용하여, 규제기관이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규제를 Risk Informed Regulation(RIR)라고 한

다. 또, 다른 새로운 규제는 과거의 획일적인 처방식 규제보다 각 원전/계통/기기의

성능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규제하는 것으로 ‘성능 기반 규제’(Performance Based

Regulation: PBR)라고 한다.

이 새로운 두 규제를 같이 시행하는 것을 ‘리스크 정보 활용 성능 기반 규

제’(Risk Informed Performance Based Regulation : RIPBR)라 하여 국내외 규제기

관이 추구하는 규제이다. 본 연구는 이 RIPBR이 효율적으로 잘 이행되도록 리스크

와 성능 정보를 잘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리스크 정보 활용 성능 기반 규제’에는 각 종류의 리스크 정보 활용마다 다양한

리스크/성능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각기 평가 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현재

는 모두 수작업으로 평가하고 있어 기본 평가는 물론 민감도 분석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 리스크 정보 활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 같은 대상에 대한 리스크 평

가 및 성능 평가 역시 다른 measure로 평가되고 있어 결과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리스크 정보 활용의 정착화를 위하여 PSA 및 리스크 정보 활용에 사용되는 요소

들을 도출하고 이를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

국 STP 원전 등 일부 선도적인 원전 운영자들은 이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을 시도하고 있다.

2. 리스크/성능관련 신뢰도 DB 구축



계

통
기기분류 고장모드

고장발

생수 고장률

1/h

고장률

2/h

정상

운전

기간

총계

운전

일자

총계C D I

551 Power

Operated

Valve -

Motor

Fails to

Operate

3 2.92E-6 42786

Noise 3
Vibration 1

CW

Pump -

Motor

External

Leakage

29 8.47E-5 14262 11880

.24
Fails to Run 18 1.05E-5 1.26E-5
Fails to Start 2 5.84E-6
Internal

Leakage

1 2.92E-6

Noise 11
Vibration 13

561 Power

Operated

Valve -

Motor

Fails to

Operate

2 5.84E-6 14262

TBOCW

Pump -

Motor

Fails to Run 1 1.75E-6 3.51E-6 4754 2377
Noise 2
Vibration 1

562 Power Fails to 1 4.38E-6 9508

표 37 BOP 계통 기기 신뢰도 분석 예

RIPBR에서의 성능은 안전성과 연관된 성능을 말하며, 본 연구의 1차 대상이다.

궁극적으로 안전성 향상이 경제성 향상을 이끌지만, 경제성과 직접 연관된 성능이

본 연구의 1차 대상은 아니다.

원전의 불시정지는 원전의 General Transient 초기사건을 야기하며, 이 원전의 불

시정지는 BOP 계통이 상세히 모델링이 될수록 더욱 정확히 묘사가 될 수 있다. 기

존 PSA 모델은 BOP 계통의 모델이 없거나, 상세히 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충실히 모델링을 하여, BOP 계통이 안전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보았

다.

불시정지 연관된 BOP 계통들의 신뢰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울진 3,4호기 주

급수 계통(MFW), 순환수 계통(CW), 2차 기기 냉각 해수 계통(TBOCW) 및 2차기

기 냉각수 계통(TBCCW) 등에 대한 신뢰도 자료를 분석하고 기기 신뢰도 DB를 구

축하였다(아래 표 37 참조)



Operated

Valve -

Motor

Operate

TBCCW

Pump -

Motor

External

Leakage

6 5.26E-5 4754 2377

Fails to Start 1 8.76E-6

Vibration 1
Heat

Exchange

r

External

Leakage

1 8.76E-6 4754

Plugging 1 1.75E-6

3. 신뢰도 DB 구축 국제 공동 연구

발생 빈도가 낮아 국내 원전 자료만으로 의미있는 통계 자료를 얻기 어려운 공통

원인고장, 배관 손상, 화재 등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였다.

한편 새로운 방법론 개발을 위해 APSA(Aging PSA), PRISME(Fire 실험),

MERIT(LOCA 파단빈도)과 같은 국제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였다. 다음은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의 상세 설명이다.

가. OPDE (OECD/NEA Piping Data Failure Exchange)

안전등급 배관 손상 자료 DB 구축을 목적으로 OECD/NEA 주관 하에 12개국이

OPDE 국제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였다. 2004년 이후 7건의 국내 원전의 안전등급

배관 손상 사례 수집/분석 하였다. OPDE project - Phase III (2008.6 ~ 2011.5)가

2008년에 시작되었다. 기존 DB의 Upgrade Version인 OPDE 2008:2를 입수하였는

데, 3,611건의 배관손상 사례가 있었다.

나. ICDE (International Common Cause Data Exchange)

OECD/NEA 주관하에 ICDE 국제공동연구에 11개국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주

요연구는 분야는 CCF (Common Cause Failure)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2008년도에 ICDE 참여국 원전들의 펌프, 전동구동밸브, 역지밸브, 차단기, 비상디

젤발전기에 대한 400여건의 개정된 CCF 자료를 입수하였다. CCF 자료 확보로 국

내 원전 고유 CCF 분석 기반이 확보되어 국내 원전 PSA의 CCF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ICDE CCF 자료를 이용한 공통원인고장 모수 (parameter)를 추정하는 전산화 프

로그램CAFE-PSA (common CAuse Failure Event analysis program for PSA)를

개발하였다. CAFE-PSA는 visual basic으로 작성되었으며 프로그램 구동에 .NET

(2003이상)을 필요로 한다. CAFE-PSA는 ICDE 공통원인고장 사건을 정성적/정량

적으로 분석한다.

다. APSA(Aging PSA) Network

PSA에 기기의 노화를 반영하기 위한 기기 선정 및 방법론에 대한 정보 공유 목

적의 EC JRC 주관 국제공동연구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배관 노후화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Task #4 “Reliability and data analysis for active

components” 그룹에서 주최한 “Time-dependent reliability data analysis” 교육 참

석한 바 있다.

Aging PSA Network에서 다루고 있는 Task 설명 및 능동기기의 Aging 분석

case study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sk 1: Coordination of network activities

Task 2: Analysis of main PSA tasks with regards to APSA

- PSR, AM, 정비최적화, 계속운전 등의 aging 관련 업무에 PSA를 활용하

기 위한 방법론을 정의하고, 현 수준의 safety level 감시 / 위험도의 예

측 도구를 개발함이 목적이다.

Task 3: Selection of the SSC to be considered in APSA

- aging에 취약한 기기를 선정하여, 위험도 중요도 계수, Aging 경향 분석

(정성적 분석 (Aging FMEA) 및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목적으로 한

다.

Task 4: Reliability and data analysis for active components

- 신뢰도 및 정비 데이터 수집 방안 향상, Aging을 반영한 고장률 추정을



위한 신뢰도 모델 선정(Parametric / Non-parametric), 기기고장 모델에

aging 및 정비 영향 반영(As good as new: Renewal model, As good as

old: Non-homogeneous Poisson Process), 모델링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를 목적으로 한다.

- Task 4의 Case Study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론 Increasing

trend를 가정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즉, 실제 운전 이력을 검토한

결과 발표에서 aging trend는 거의 없음이 발표되었으며, 일부 기기는

decreasing trend를 보였다. Decreasing trend의 이유는 초기

predominant 고장으로 인한 경우가 큰 이유이며, 초기고장 원인 제거, 운

전원의 능력 증가 및 효율적인 정비 프로그램의 시행 결과로 기기 고장

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분석의견이 모아졌다. 그 후, 적정 aging time 추

정으로 관심이 변화하였다.

Task 6: Reliability and data analysis for passive components

- APSA 활용을 위한 aged 피동기기의 신뢰도 모델 개발 (초기사건 빈도

재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Task 7: Incorporation of age-depended reliability parameters and data into

PSA model

- 기존 PSA 모델에 aging 효과를 반영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가 목적이다.

APSA(Aging PSA) Network의 최근 현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 기기 신뢰도 DB의 공통 문제점

- 이론적으로는 기기고장률의 증가추세 (aging trend)를 가정하고 있으나 실

제로는 많은 종류의 기기에서 반대 현상을 보임

- Database 구조에서 Aging을 고려한 입력 항목 부족

- Pooled data 사용시 동질성 체크의 문제점

- Aging 관련 데이터 분석의 어려움

- As Good As New 대신 As Good As Old 모델 사용 문제

l 경년열화 경향에 대한 모수 추정 및 유의성 테스트



- 경년열화를 고려한 기기고장확률 및 고장률에 대한 모수 추정

- 비모수 추정 방법 (Renewal Process, as good as new mode)

- WinBUGS S/W 사용 강조

l Passive Component

- AMP (Aging Management Program)와 병행

- 기기 (passive component) 선정 문제

- Aging mechanism을 모델하기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선정

- OPDE DB에 대한 관심 증가

l Incorporating Aging Effects into PSA

- Aging trend를 어떻게 기존 PSA (constant failure rate)에 반영 문제가 주

요 관심

- Step-wise constant failure rate 사용 문제

라. Fire (Fire Incident Record Exchange) 및 PRISME (PRopagation d'un

Incendie pour des Scenarios Multi-locauxentaires)

OECD/NEA에서 주관하는 원전 화재 사건의 데이터 수집(FIRE)과 원전 방화구역

화재확산 평가 연구(PRISME)로 FIRE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12개국이 참여하

고 있고, PRISME은 10개국이 참여 중이다. 국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관

하에 원자력 관련 5개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PRISME 실험 데이터와 보고서, NRC의 화재실험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국내 화

재 컨소시엄 기관 합동으로 다음과 같은 화재실험 기술현황 보고서 2편을 작성하였

다.

- FIRE실험결과 기술검토보고서 (KAERI/AR-818/2008, KINS/RR-597,

KHNP/2008-0500-단-0002, KEPRI/‘08전력연-단1215, KOPEC/TD6AV

-200802)

- PRISME 실험결과 기술검토보고서 (KAERI/AR-819/2008, KINS/RR -596,

KHNP/2008-0500-단-0001,KEPRI/'08전력연-단1216, KOPEC/

TD6AV-2008011)



또, 원전 화재사건을 보고하는 OECD/NEA 지침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보고

서 2편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회사, 한국수력원자

력과 공동으로 작성 하였다.

- 화재사건 DB 기술검토보고서 (KAERI/TS-236/2010)

- PRISME Project 실험자료 분석 기술보고서 (KAERI/TS-237/2010)

마. SM2A (Safety Margin Application and Assessment)

OECD/NEA에서는 SMAP(Safety Margins Action Plan)의 후속 연구로 10여개국

이 참여하는 SM2A 국제 공동연구를 2008년에 시작하였다. 한국은 ZION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파단사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사건수목을 확정하고 최적 열수력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9년 1월 회의에서 KAERI를 포함한 국내 참여기관은 증기발생기 파단사고의

3개 시나리오에 대한 계산결과를 발표(한국만이 할당된 업무를 완료함)하였으며 또

한 국내에서 개발된 열수력 불확실성 분석 소프트웨어인 MOSAIQUE를 시연하고

3개 참여국과 사용협정 맺었다.

바. MERIT (Maximizing Enhancement in Risk Informed Technology)

MERIT는 위험도 정보 활용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 재

정의와 관련하여 LOCA의 파단크기에 대한 빈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미국

의 NRC를 주관으로 1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Battelle사를 중심으로 배관

파단빈도 평가코드인 PROLOCA코드를 개정하고 최종보고서(draft)를 완료하였다.

MERIT은 2008년 종료되었다.

4. 리스크/성능 통합 평가 모델

가. 초기사건의 중요도 평가 방법 개발



기존 Risk Achievement Worth(RAW) 중요도는 확률 차원을 가진 사건들에 대해

서만 정의되어 있어, 빈도 차원을 갖는 초기사건에 관한 RAW는 정의하기도 어렵

고 계산하기가 곤란하였다. 즉, CCWS 펌프 처럼 LOCCW 초기사건 FT와 사고억

제 계통 FT로서 양쪽에 나타나는 보조계통 기기에 관한 초기사건 RAW는 계산하

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보조계통의 한 기기(예. CCWS 펌프 1)가 이용불능이라도

원전이 정지되지 않고 남은 대기계통(예, CCWS 펌프 2)에 의해 운전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초기사건의 RAW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즉, CCWS 펌프 1이 이용불능이

되고, CCWS 펌프 2로 운전되므로, PSA 모델은 아래 그림 3-1처럼 모델링이 되었

다가, 그림 703-2처럼 모델링이 된다, 이때 증가되는 리스크를 구해서 초기사건의

RAW를 구한다.

LOCCW

No Flow from 
CCW 01PA

No Flow from 
CCW 02PA

CCW Pump 01PA
fails to run 

(5E-6/hr)(8760hr/yr)
=4.4E-2 #/yr

CCW Pump 02PA
fails to run when 
1A is under repair
(5E-6/hr)(72hr)

= 3.6E-4 

CCW Pump 02PA
fails to start

1.3E-3

CCW Pump 02PA
unavail. due to 
Maintenance

1.3E-3

그림 70 CCW 01PA 펌프가 OOS되기 전의 단순화된 LOCCW 고장수목

그림 3-1에서 그림 3-2로 변하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3-1)과 같다. 각

변수의

f01P A *( P02PA_run
IE +P02PA _star

IE
t +P02PA _main

IE) → f02PA

(3-1)



한 원전의 리스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각 변수의 정의와 값이 표 3-2와 같

다.

R = (C1 + C2)f1 + Af2 + Bf3 + DEfc

(3-2)

이제 CCW 01PA가 OOS되면, 식 (3-1)의 개념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변한다.

fC *D →  fD →   fC,    (by assuming fD = fC ) 

따라서, CCW 01PA가 OOS되어, 증가되는 리스크 RC
+ 는 다음과 같다.

RC
+ = f1 + Af2 + Bf3+ EfC 

그러므로, RAWC  = R
RC

+

 = 29.9                                            

(3-3)

               



Event Description Freq. Prob

f1 the frequency of the IE 1 0.4/yr

f2 the frequency of the IE 2 0.5/yr

f3  the frequency of the IE 3 0.2/yr

fC frequency that CCW pump 01PA fails to run (= f01PA) 0.6/yr

fD frequency that CCW pump 02PA fails to run (= f02PA) 0.6/yr

C1

component C (= CCW pump 01PA ) failure due to failure 

mode 1
0.01

C2 component C (= CCW pump 01PA ) failure due to failure 0.01

표 38 BOP 계통 기기 신뢰도 분석 예

LOCCW

No Flow from 
CCW 02PA

CCW Pump 02PA
fails to run 

(5E-6/hr)(8760hr/yr)
=4.4E-2 #/yr

그림 71 CCW 01PA 펌프가 OOS된 후의 고장

수목



mode 2
A Component A Failure 0.01
B Component B Failure 0.01

D

Component D (= CCW pump 02PA ) Failure 

= P02PA_run
IE + P02PA _start

IE + P02PA _main
IE

= fD * (1/8760) * 72 + 0.0051

0.01

E Component E Failure 0.1

유사하게, 완화계통의 고장 모드 C1, C2에 의한 RAW는 아래식과 같다,

RAWC1, C2
miti = R

R CC
+

2,1

= 26.1                                       (3-4) 

식 (3-3)과 식 (3-4)를 비교하면, 식(3-4)의 RAW는 완화계통의 기여분만 나타나

있고, 초기사건빈도의 기여분이 빠져있다. 식 (3-3)에는 완화계통의 기여분 뿐만 아

니라, 초기사건빈도의 기여분도 포함되어 있다.

나. 불시정지 모델 반영

리스크 및 불시정지 모델을 통합할 때와 리스크 모델만을 이용할 때의 의사결정

변경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해 운전중 정비(On-line maintenance)로 시범 평가하였

다.

울진 원전 3,4 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모델을 이용하여 필수냉각수 계

통(ESW;Essential Service Water) 펌프의 운전중 정비[김길유]를 예로 들어 불시정

지 모델의 유용성을 살펴볼 것이다.

운전중 정비는 연차보수 중에 하던 안전계통 예방 정비를 출력 운전 중에 실시

하는 것으로 운전중 정비를 실시하면 연차보수 중의 정비업무가 줄어들어 연차보수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

ESW 계통은 그림 72처럼 두개의 독립된 tra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전 운전

중에 기기 냉각 계통(CCW)의 열 교환기에 바닷물을 공급하여 기기 냉각 계통의

열을 흡수하여 바다로 버리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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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ESW계통 개략도

(1) 안전성 기준

PSA 응용 지침을 EPRI , NEI 및 INPO가 주축으로 PSA Applications Guide

[EPRI] 로 제시 하였는데 이 지침서의 일시적 CDF(Core Damage Frequency; 노

심손상빈도) 증가 허용 기준을 NRC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원전에서는 이 CDF

증가 허용 기준을 이용하여 가동중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시적 위해도 증가는 CDP (Core Damage Probability = CDF * 기간 ; 노심손상

확률) 증가치를 기준으로 그림 3-4처럼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기술 사양서에는 한 train이 이용 불능이고 나머지 한 train 만 이용 가능 할 경

우 72시간 안에 이용 불능 train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6

시간 안에 고온대기(Hot Standby) 상태로 그리고 30시간 안에 냉온정지(Cold

Shutdown) 상태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train에 두개의 펌프가 있으

므로 한 펌프가 고장 나더라도 그 train은 이용 가능 하므로 기술 사양서를 위반하

지 않고 원전을 계속 운전 할 수는 있다.



위험 구역

비정량화 요소 평가   구역

안전 구역

1E-04

1E-05

1E-06

1E-07

그림 73 일시적 CDP 증가 허용 기준

(2) 운전중 정비

한 ESW 펌프 OOS일 경우 LOCCW 빈도 및 CDF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향에

대한 상세한 계산 결과는 표 3-3에 있다. Loss of a Component Cooling Water

(LOCCW) 빈도는 0.153/yr 로 계산되었다. 이때 LOCCW 는 CCW (Component Cooling

Water )의 실패 뿐만이 아니라 ESW, ECW(Essential Chilled Water) 등의 실패를 모

두 포함한다. 즉, ESW 실패가 따로 초기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나, ESW 실패는

CCW 실패를 유발하므로, LOCCW 의 일부로서 모델된다. 기술사양서에서는 비록 이용

불능 ESW train을 72시간 안에 이용 가능하게 한다면 shutdown 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하지만 ESW 한 train이 이용불능하면 원자로 냉각펌프 (Reactor Coolant Pump)

seal 등이 냉각되지 않기 때문에 trip된다고 가정했다.



Normal
One ESW Pump 

OOS
LOCCW Frequency 0.153 / yr. 0.432 / yr.

CDF due to LOCCW 9.72e-8 / yr. 3.11e-7 / yr.

CDF 8.29e-6 / yr. 8.54e-6 / yr.

CDF Increase (%) 2.5e-7 / yr. (3%)

표 39 CDF Change Due To One ESW Pump OOS

한 ESW 펌프 OOS일 경우 일시적 CDF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림 2의 일시적 CDP

증가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ESW 펌프 수리 기간 중 증가된 CDP를 DCDP

라고 하면

DCDP = DCDF x 정비기간 = (2.5 x10
-7

 /년) x 정비기간<< 1 x 10
-6

위 식에서 정비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보통 펌프 수리 기간이 길어 바야 7

~ 14일 걸림) ESW 펌프 수리 기간 중의 CDP 증가분은 CDP 증가 허용치 1 x 10-6

보다 훨씬 작으므로 ESW 펌프 한대 고장에도 불구하고 원전 운전을 계속 해도 안전

하다.

(3) 불시정지 모델의 유용성

ESW계통 트레인 A 에서 하나의 펌프가 이용불능 되면 LOCCW 빈도가 0.153/yr 에

서 0.432/yr 로 약 3배정도 증가하게 되어, LOCCW 로 인한 CDF 도 약 3배로 커진다.

그러나 전체 CDF 에 대해서는 약 3% 정도 증가한다. 즉, ESW 펌프 한대의 가동중

정비에 의한 CDF 변화를 보면 가동중 정비하기 전의 CDF 8.29x10-6 / yr 가 8.54e-6

/ yr으로 약 3% 증가 한다.

만약 불시정지 모델이 없이 LOCCW 빈도를 0.153/yr 값으로 사용할 경우, 운전중 정

비 등의 계산시에도 LOCCW 빈도는 변화없이 0.153/yr 값으로 고정되므로, LOCCW 빈

도가 3배나 저평가되고, 전체 CDF 에 대해서는 약 3% 정도 저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불시정지 모델 없이 리스크 모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리스크 변화를 저

평가할 가능성 존재이 존재한다.

(4) 경제성 측면 검토

ESW 펌프 한대를 운전중 정비하면 LOCCW에 의한 reactor trip 빈도가 0.153

/ yr 에서 0.432 / yr 로 0.28/yr 증가한다 (표 39 참조). 따라서 일부 분해 점검 등을

포함한 운전중 점검을 1년에 14일 동안 실시한다고 가정하면

      

LOCCW에 의한 연간 reactor trip 발생 수 = 0.28/yr x 2주= 0.011

즉, LOCCW에 의한 reactor trip이 1년에 0.011 번 더 일어 나게된다. 보통 원전의

불시정지는 1년에 한두번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1년에 0.011번 더 일어나는 결과는 미

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사고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한 개별 발전소 운영 방침에 따라서는 불

시정지 빈도가 조금만 증가되어도 운전중 정비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DCDF 나 DCDP 허용기준이 있는 것처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시정비 증가(DTrip) 허용

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다. 다음 절은 이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다. 불시정지 허용기준

(1) 호기별 불시정지 빈도

불시정지 횟수의 기준이 설정되었을 때, 특정 원전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원

전에 안전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원전별 불시정지 횟

수가 대동소이할 경우 호기별 불시정지 횟수 기준 설정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불시정

지 횟수 기준 설정을 위한 본 연구의 수행에 앞서 불시정지 횟수 기준 설립의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기 원전과 최근에 가동을 시작한

원전 간의 불시정지 횟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일원배치법을 사용하였다. 일원배치법이

란 특성값에 대한 한 종류의 인자만의 영향을 조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간단한 실험계획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일원배치법에서는 3개 이상의 처리효과를 비교하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된다. 일원배치

법의 통계적 모형은 k개의 모집단 각각에서 서로 독립인 확률표본을 추출하는 것과 같

다. 인자 A의 수준이 k개가 있고 i수준에서 ni개의 반복을 가진 실험을 생각해보자. 일

원배치법에서는 인자의 수준이 처리가 되므로, 완전 랜덤화 계획에서는

N=n 1+n 2+⋯+n k
개의 실험단위 가운데 n1개의 실험 단위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처리 1

을 적용하고, 나머지 가운데서 n2개를 랜덤추출하여 처리 2를 적용하고, 같은 방법을 계

속하여 처리 k를 나머지 nk개의 실험단위에 적용시키게 된다.

일원배치법은 반복수가 같은 경우에도 쓰이지만 반복수가 다른 경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범위인 1990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데이터에서 최신 원

전 2기가 1990년, 2000년도 이후의 데이터 밖에 없는 점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

용한 통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복수가 다른 경우의 일원배치법의 각 요인들은 표

40과 같이 계산된다.

요인 제곱합
자유

도
평균제곱 F값

유의확

률

처리 SS tr=∑
k

i=1
n i( y i.-y..)

2
k-1 MS tr=

SS tr

k-1
f=

MS tr

MSE
P{F≥f}

잔차 SSE=∑
k

i=1
∑
n i

j=1
(y ij- y i.)

2 ∑
k

i=1
n i-k

MSE=
SSE

∑
k

i=1
n i-k

계 SST=∑
k

i=1
∑
n i

j=1
(y ij- y ..)

2 ∑
k

i=1
n i-1

표 40 반복수가 다른 경우의 일원배치법 계산방법

일원배치법을 활용하여 발전소 각 호기별 불시정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의 국내 원전 불시정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구형 원전이라고 할 수 있

는 고리 1호기, 울진 1호기, 월성 1호기, 영광 1호기와 최신 원전이라고 볼 수 있는 울진

4호기, 영광 3호기의 불시정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귀무가설은 “각 발전소별 불시

정지 데이터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이고 대립가설은 “각 발전소별 불시정지 데이터 사

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로 설정하였다. 그림 74와 같이 엑셀계산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법을 수행하였다.

그림 74 초기 원전 4기의 20년간 데이터와 최신 원전 2기의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분석 결과 P값은 0.0409로서, 0.1과 0.01의 사이 값으로 나타났다. 이 값의 의미는 분

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해석하게 된다. 연구 표본인 원자력발전소의 불시정지 횟수

는 시행 횟수가 굉장히 작은 표본에 속하므로 일원배치법 비교 시 귀무가설 쪽에 유리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대립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결과를 해석

하였다. 즉, 초기 원전 4기의 20년간 데이터와 최신 원전 2기의 최근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데이터 집합이 불균형(Unbalanced)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본 연구를 진행함

에 있어 각 원전 간의 불시정지 횟수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르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자

료로 해석할 수 있다.

(2) 원전부지별 수동정지 비율

원전 불시정지는 크게 기기 작동에 의한 자동 정지와 운전원의 판단에 의한 수동정

지로 구분된다. 자동정지와 수동정지의 비율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운영방침이 원전 불

시정지 횟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다. 표 413-5는 최근 20년간 불시정지

횟수 데이터를 원전 부지 별로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KRN UCN WSN YGN

1990 1/7 0/2 2/0 1/2

1991 4/16 3/3 0/3 0/4

1992 3/9 0/1 0/0 0/6

1993 0/13 0/2 1/1 1/5

1994 1/4 0/2 0/1 0/1

1995 0/5 0/3 2/0 0/15

1996 1/3 1/3 2/1 1/6

1997 3/2 2/7 1/3 1/8

1998 2/2 1/8 8/4 0/0

1999 3/2 0/3 1/3 1/7

2000 0/3 0/4 0/0 0/2

2001 0/0 2/9 3/1 0/3

2002 1/1 1/5 2/0 0/9

2003 1/5 1/2 2/1 2/7

2004 1/2 0/7 2/1 1/3

2005 0/6 5/5 1/1 0/2

2006 0/1 3/3 1/1 3/2

2007 2/3 0/5 3/0 0/4

2008 1/3 0/2 0/2 0/1

2009 0/1 1/0 1/0 2/3

총계 24/88 20/76 32/33 13/90

표 41 원자력 발전소 부지별 정지 비율 비교(수동/자동)

위 데이터들을 앞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일원배치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75와 같다.



그림 75 원자력 발전소 부지별 수동정지 비율 비교.

분석 결과 P값은 0.0000472로서, 불일치의 기준이 되는 0.01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월성 부지의 수동정지 비율이 타 발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월성부지의 수동정지 비율이 타 부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각 발전소의

운영 지침이 원자력 발전소의 불시정지 발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

여준다. 이는 불시정지 허용기준의 세우는 것이 매우 필요한 근거이다.

(3) 품질관리법을 이용한 원전 불시정지 허용빈도

(가) 품질관리법

산업계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은 대부분 정확한 규격을 필요로 하며, 규격을 크게 벗

어날 경우 정상적인 생산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품질관리법(Quality Control

Method)는 과학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일정한 원자재로 만들어지는 제품

의 품질이 변동되는 원인을 통계분석해서 평균치 또는 경향을 찾아내고 각 제품의 품질

에 나타나는 변동원인의 조사필요성 여부를 검증, 미비점을 보완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일정수치 이상 정해진 규격을 벗어난 생산품의 경우 제대로 된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기준을 정하여 조절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 기준을 정하



기 위한 방법 중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상품의 규격을 정하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방법이 바로 품질관리법(Quality Control Method)이다[고승근, 백도선, Hayter].

품질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를 위해 관리도가 만들어 진다. 관리도는 품질특성의 변

화를 그래프로 표현한 도구이다. 관리도는 관리상태에서의 품질특성치의 평균을 나타내

는 중심선(central line: CL)과 관리상한선(upper control limit: UCL) 및 관리하한선

(lower control limit: LCL)으로 구성된다. 샘플들을 추출하여 계산한 값들을 관리도 상

에 점으로 나타냈을 때 모든 점들이 관리한계선 사이에 놓이고, 점들의 형태를 볼 때

관리상태를 이탈했다고 판단할 만한 별다른 징후가 없으면 공정이 관리상태에 있다고

본다. 만약 한 점이라도 관리한계선을 벗어나거나 점들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면 공

정이 관리상태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추척하여 공정설계를 개선

하여야 한다. 이 때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발견되면 그 원인을 제거하

여 공정을 관리상태로 유도하고, 품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는 그

효과를 계속 확장, 유지하여 품질향상의 계기로 삼는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관리상태로 공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3-6의 위 점선이 관리상한선(upper control limit: UCL)이고 아래 점선이 관리 하한선

(lower control limit: LCL)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실선이 바로 품질특성치의 평균

을 나타내는 중심선(central line: CL)이다[Ang].

그림 76 품질관리도 예제



(나) 원전 불시정지에 적용

원전에서 발생하는 불시정지 횟수에 품질관리법을 적용하였다. 자연스럽게 적은 횟수

의 원전 정지가 발생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만이 발생하므로 LCL(Low Control Limits)

은 배제하고, 원전 불시정지의 발생횟수 제한 기준이 될 수 있는 UCL(Upper Control

Limits)만을 고려하였다.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국내 원전 불시정지

데이터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표를 작성하였다. 각 수치 자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서 제공받았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20년

간 불시정지 횟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얻기 위하여 표 423-6과 같이 국내 원전의 불

시정지 발생 회수가 사용되었다.

연도 정지횟수 연도 정지횟수

1990 1.78 2000 0.56

1991 3.67 2001 1.06

1992 2.11 2002 1.06

1993 2.56 2003 1.10

1994 0.90 2004 0.85

1995 2.27 2005 1.00

1996 1.73 2006 0.75

1997 2.08 2007 0.95

1998 4.67 2008 0.45

1999 1.31 2009 0.40

표 42 각 연도 별 국내 원전 불시정지 데이터 (#/RY)

UCL 계산시 UCL=λ+σ λ의 통상적인 식이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AHP 방법론을

사용하여 각 요소들의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다) AHP 방법론

품질관리법의 상한치(UCL) 계산식의 주요 변수인 σ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AHP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다수 대안에 대한 다면적 평



척도 정의

1 i와 j가 동일한 중요도 (Equal Importance)

3 i와 j가 약간 더 중요 (Moderate Importance)

5
i와 j가 상당히 더 중요 (Essential Or Strong

Importance)

7 i와 j가 매우 더 중요 (Demonstrated Importance)

9 i와 j가 절대적으로 더 중요 (Extreme Importance)

2, 4, 6, 8 Intermediate values

표 43 쌍대비교의 척도

가기준을 통한 의사결정지원 방법의 하나로, Thomas L. Saaty가 1980년에 발표한 논문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계층화 분석법이라고도 불리

는 AHP는 현재 MAU(Multiple Utility) 방법론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의사결정 분석

기법 중 하나이다. AHP는 인간이 의사결정시 두뇌가 단계적 또는 위계적 분석과정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개발 되었으며 AHP의 수행과정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

누어진다[Saaty, 1980, 1990].

① 문제설정 및 계층적 구조화

의사결정을 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각 문제의 구성요소를 계층화하는 단계인데,

계층화 과정에서 비교되는 각 요소들이 최종 목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

로 비슷한 특징끼리 묶고 분류하여 계층화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구성

하고 있는 가장 핵심요소들을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최선의 주관적인 비교평가 방법으

로 이들 요소를 보완하고 대체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문제별 쌍대비교 단계

문제별 구성요소들은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별로 상대적인 영향 측면에서 한

쌍씩 비교되는데, 즉 각 평가요소를 1대1로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게 된다.

두 요소를 비교할 경우에 그 심각성의 정도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쌍대비교의 척도는

표 43과 같이 일반적으로 1에서 9까지 사이의 점수를 할당하여 사용하게 된다.



A1 A2 … An

A1 V1/V1 V1/V2 … V1/Vn

A2 V2/V1 V2/V2 … V2/Vn

… … … … …

An Vn/V1 V2/Vn … Vn/Vn

표 44 쌍대비교값을 정방행렬[A]로 배열

쌍대비교의 주된 이점은 분석자의 판단이 여러 문제를 동시에 구별하는 것보다 2개

의 상이한 문제별로 세분하여 판단하면 중요도의 차이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점

에 있다.

③ 가중치 산정 단계

계층분석법의 최종단계는 각 문제별 가중치를 산정하고 응답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응답한 쌍대비교의 값을 집계하여 해당 부문별

중요도 즉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전체 응답자들이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응답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가중치 계산방법은 문제별 쌍대비교 값을 정방

행렬로 배열하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별 가중치를 산정한다.

위 표와 같이 V1/V1는 A1 자신과 비교한 것으로 그 값은 1이다. V1/V2은 A2에 비

교한 A1의 심각정도를 나타낸 값이고 V1/Vn은 An에 비교한 A1의 쌍대비교값을 의미

한다.

(라) AHP 방법론에 의한 표준편차 가중치 평가

아래 그림 77은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이 구성한 표준편차(σ) 값 선정을 위한 AHP

계층도이다. 가장 적합한 원전 불시정지 빈도의 기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크게

안전성(safety)과 경제성(economy)을 상위요소로 하고 안전성(safety)의 하위 기준으로

계통적 기계요소(hardware)와 인간오류(human error) 유발요소로 구분하여 모델링하였

다. 그리고 계통적 기계요소의 항목 중 안전성(safety)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은



AOT(허용정지시간), STI(점검주기), RT(Repair Time), λ(고장률)의 4가지 요소로 나누

어 구성하였다. 4가지 항목이 사용된 근거는 통상적으로 Unavailability(이용불능도)의

평가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 변수들이기 때문이다.

그림 77 σ값 선정을 위한 AHP 계층도

표 45 안전성(safety)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쌍대비교 값

표 45는 안전성(safety)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들로 선정된 4가지인 AOT(허용정



지시간), STI(점검주기), RT(Repair Time), λ(고장률)에 대하여 주관적인 쌍대비교를 한

입력 결과 값이다. 이 중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AOT(허용정지시간)

로 판단되었다. 그 근거는 RT이나 λ 등의 요소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조정이 용이한 반

면에 AOT는 기술사양서에 제시된 엄격한 값이므로 조정이 어렵고 이 AOT값의 변화는

CDF값에 직젖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 46 인적요소(human error)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쌍대비교 값

인적요소(human error)의 수행특성 요소는 차례로 feedback, perceived risk,

training, procedures, time pressure로 모델링되었다. 이 요소들은 인간신뢰도분석(HRA)

을 수행방법 중 하나인 SLIM(Success Likelihood Index Method)에서 사용되는 수행특

성인자(Performance Shaping Factors)들이다. 위 항목들은 SLIM의 PSFs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 수행된 논문들을 참조하여 자료 값을 할당하였다[EMBREY].



그림 78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한 AHP 분석 과정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safety와 human error의 각각 항목의 가중치를 계

산하였다. 위 그림 78은 AHP 분석에 사용된 엑셀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엑셀

rP산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안전성(safety)의 항목 가중치는 각각

AOT = 0.483 , STI = 0.157, RT = 0.088, λ= 0.272 이었음으로 AO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요소(human error)의 항목 가중치 경우에는

각각 Feedback = 0.345 , Perceived Risk = 0.345, Training = 0.128, Procedures =

0.128, Time Pressure = 0.054로 feedback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

로 표 47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각 항목에 대한 σ값의 가중치를 평가하였다. 이 표는

AOT에 대한 σ값의 가중치 계산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 AOT에 대한 σ값의 가중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항목의 가중치를 구한 후 종합적으로 평가 해 본 결과 표 48

에 나타난 것과 같이 σ=1인 경우의 가중치가 0.341로 가장 큰 결과값이 나왔다. 따라서

원전 불시정지 빈도 기준을 구하는데 있어 σ=1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분석

되었다.

σ 결과값

1 0.341

0.5 0.213

2 0.225

3 0.221

표 48 전체 항목에 대한 σ값의 가중치

(마) 품질관리법을 이용한 UCL 평가

1σ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통상적으로 품질관리법에서 사용되는 UCL=λ+ λ 의 공

식이 사용되었다. 국내 원전의 불시정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원전 불시정지의 고장율인

λ값이 1.413 이었으며 따라서 UCL은 2.609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아래 그림 79에서는

국내 원전의 20년간 불시정지 데이터를 UCL과 비교해 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

과 1991년도에 발생했던 불시정지 횟수가 UCL을 초과하였고 향후 대부분의 경우 UCL

이 불시정지 허용기준치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9 국내원전의 20년간의 불시정지횟수와 UCL과의 비교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품질관리법과 AHP를 이용한 새로운 불시정지 횟수의 허용기준 결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품질관리법의 상한치 UCL을 계산하기 위한 변수 설정 근거로는 AHP방법론이 사용

되었으며 AHP의 계층도 구성을 위해 불이용도(Unavailability) 계산 기준과 인간오류평

가 방법(SLIM)의 수행특성인자들이 활용되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 초기인 1980년도부

터 1990년도 초반까지는 도출한 허용기준인 2.609을 넘는 불시정지 횟수가 기록되었지

만 최근의 불시정지 데이터는 새로이 계산된 이 기준을 잘 만족하고 있다.

미국 규제지침서(Reg. Guide) 1.174에서 다루어졌던 노심손상빈도(CDF) 및 격난건물

파손빈도(LERF)의 기준 도출과 비교해보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일차원적이며

국내 데이터에만 의존했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시된 적이 없는 불시정지 횟수

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원전의 불시정지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macroscopic 이고,

불시정지 횟수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microscopic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5. 리스크/성능 통합 정보 활용



적용
분야

목적
수행 또는
평가 방법

평가기준 평가 요소

RI-ISI 가동중검사에

리 스 크 정 보 를

활용 비용-효율

성 제고

검사 배관의

리스크 영향을

평가하여 검사

우선순위 선정

범주

판정기

준

(RRW)

High >1.005

M e d i u

m

>1.001

<1.004

Low <1.001

DID(Defense-in-Dep

th) 평가

CDF(Core Damage

Frequency) 및

LERF(Large Early

Release Freqeuncy)

평가

RI-IST 가동중시험에

리 스 크 정 보 를

활용하여 기기

작동성, 노화 감

시의 비용-효율

성 제고

기기중요도 순

위화

--> HSSC 시

험효과 평가

--> LSSC 요

건완화

FV, RRW, RAW

를 이용 2-3가지

중요 기기로 분류

DID 평가

CDF 및 LERF 평가

RI-TS 운영기술지침

서 내 시험 요

건, 주기, 허용

정지시간 등에

기술지침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영향평가

1. 리스크
평가

2. 보수적

기존 기술지침내

규정과 새로운 규

정시행시의 리스크

차이를 비교 평가

①
영구적
변경
승인

ΔCDF/ΔLERF

평가

Reg. Guide
1.174 acceptance
guideline 비교

표 49 성능 요소 평가 방법들

가. 개요

다음의 기존의 PSA 및 각종 리스크 정보 활용 분야별 평가 방법을 조사하여, 리스크/

성능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확립하였다.

§ Risk informed In-Service Inspection,

§ Risk informed In-Service Test,

§ Risk informed Tech. Spec.,

§ Graded QA,

§ Accident Sequence Precursor(ASP),

§ Baseline Risk Index for Initiating Event,

§ Mitigating System Performance Indicator(MSPI),

§ Maintenance Rule,

§ Integrated Leak Rate Test

상세한 결과는 표 49에 정리되었다.



적용
분야

목적
수행 또는
평가 방법

평가기준 평가 요소

대한 리스크정

보활용을 통한

운영효율성 제

고

배열 확인
3. 배열 관리

실행

Δ C D F / I C C D P

or

ΔLERF/ICLERP

승인

②
일시적
변경
승인

◦단일 AOT
변경: ICCDP <
5.0E-7 및 ICLERF
<= 5.0E-8 (1단계)

◦변경 리스크
큰 배열은 적절한
제한조치(2단계)

◦RI
배열통제프로그램
실행 및 관련 유지
보수 절차서 수행

(3단계)

Optio
n 2

Grade
QA

안전관련기기

중 안전에 중요

하지 않은 기기

(=RISC 3)는

QA 요건 완화,

RISC 3 기기에

부과된 지진 요

건 등의 다른

요건까지 면제

를 추진하는 리

스크 정보 활용

QA 전략

기기별 FV,

RAW 평가치에

따라 기기를 4가

지 유형으로 분

류,

-> RISC 3 기

기는 규제 완화

-> RISC 4 기

기는 규제 강화

FV
>
0.005
or
RAW
> 2

현행

유지

RISC 1

규제

강화

RISC

2

FV
<
0.005
or
RAW
< 2

규제

완화

RISC

3

현행

유지

RISC 4

안전

관련

기기

비안

전관련

기기

DID 평가

CDF 및 LERF 평가

사고전
조분석
(ASP)

원전에서 발

생한 실재 사건

에 대해서 안전

성에 미치는 영

향을 정성적/정

량적으로 분석

평가

리스크가 큰

사건/사고를 도

출하고 안전성

확보 대책 수립

사고유형 확인

해당원전 리스

크 모델에 반영

리스크 평가

결과 검토

검토 반영 최

종 평가

보고서 및 안

전성 확보 방안

도출

ASP 대상 사건

선정 기준

CDP > 1.0E-6

유형 사건

초기사

건 유형

Trip발생 +

기기상실현황 ->

CDP 평가

기기고

장 유형

기기고장가정

--> ΔCDF 평가*

기기고장 지속시

간-> CDP 평가

초기사
건성능
지표

I n d u s t r y

T r e n d

Program(ITP)의

하나로 초기사

건으로 인한 산

업수준의 안전

성능 경향에 대

한 감시 및 조

사

산업수준의 특

정 초기사건 발

생 건수를 평가

산업평균 리스크

수준과의 차이를

평가

BRIIE (Baseline

Risk Index for

Initiating Event)

BRIIE
=ΔCDF estimate

=∑
m

i=1
B i(λ

*
i-λ i,BL)

대부분의 초기사건

유형 감시,

발전소별이 아닌 전

산업체 평균을 기준으

로 경향성 및 리스크-

중요도 평가

MSPI 원전 안전계 5개 주요 안전
계통에 대한

12분기동안의 각
안전 계통에 대한

고압안전주입,



적용
분야

목적
수행 또는
평가 방법

평가기준 평가 요소

통의 성능을 감

시할 수 있는

주요 성능지표.

성 능 지 표 의

변화를 통해서

효과적인 원전

운영 상태의 감

시 및 조치 이

행

UAI/URI 평가
감시

UAI /URI
평가하여 4단계
상태로 표시

UAI=∑
n

j=1
UAI Tj

URI=∑
n

j=1







B D j
(UR DBC j

-UR DBL j
)

+B L j
(UR LBC j

-UR LBL j
)

+B R j
(UR RBC j

-UR RBL j
)

보조급수,

잔열제거,

비상전원

기기냉각보조계통

정비규
정 (MR)

안전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기기의 정비 효

과를 감시하고

필요시 개선 조

치의 이행 감시

(a)1: 집중감시

(a)2: 일상감시

(a)3: 주기적

평가

(a)4: 리스크영

향평가

중요도 및 성

능기준 설정 -->

불만족시 필요

조치 수행

대상기능/기기별

APC 및 RPC 설정

변경항목 선정 및

리스크 평가

현행 요건과 비교

검토

DID 평가

Safety Margin 평가

감시전략 제시

설비신
뢰도(ER)

설비운전경험을

기반으로 예방

정비 업무/횟수

지속적으로 조

정, 장기적인 장

비 건전성 유지

하기 위해 성능

과 상태를 감시

하는 설비 신뢰

성 유지를 위한

종합적 관리 체

계

- 기능적중요도

결정

- 성능감시

- 예정정비

- 지속적

설비신뢰도

개선

- 시정조치

- 수명주기 관리

예방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수행 및

결과 감시

기 설정 성능기

준 및 감시 변수를

성능기준과 비교

-> 시정조치 or

-> 예방정비기준

최적화

성능기준 및 감시

변수 설정 --> 실제성

능 감시

지속적인 정비 상태

감시로 정비횟수 및

고장발생빈도간의 균

형 유지

ILRT 격 납 건 물 의

성능을 평가하

는 종합누설에

대한 시험 및

주기 요건에 대

한 위험도 정보

를 활용한 평가

효율성 제고

리스크 영향

평가를 통한 시

험 주기의 연장

및 시험 요건의

완화

리스크 영향 평

가

측정 누설률과

최대 허동 누설률

과 비교

안전 목표 및 리스

크 결과 활용

허용누설률 증가로

인한 예상 주민피폭선

량 평가

LERF 및 CCFP 고

려



앞에서 조사된 리스크 및 성능 정보 활용 분야에 필요한 평가 요소들을 종합하여 분

류 및 목록을 작성하였다. 평가 요소는 (1) 리스크 영향 관련 척도, (2) 중요도 관련 척

도, (3) 불시정지 관련 척도, (4) 성능지표 및 (5) 기타 특수 용도의 척도로 구분하였으

며, 표 50에 정리하였다.

평가 요소
적용 분야 비고

평가 요소 평가 척도

리스크 영향

ΔCDF / ICCDP
ΔLERF /

ICLERP

Inst. CDF

각종 RI 분야
(TS, ISI, IST,
etc) / ASP /
ILRT / MR /
Option 2, 3

리스크 영향 평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

중요도
FV

RRW

각종 RI 분야

Grade QA
적용 분야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의 분석 필요

불시정지

IE-f
(초기사건빈도)

ΔIE-f (빈도
변화율)

RI 분야 일부

불시정지 감시
성능 평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

성능지표
ΔIE-f (빈도

변화율)

UAI / URI

IE-PI (BRIIE)

MSPI

다양한 성능지표가
있지만 리스크/성능 관련
대표 지표로는 초기사건과
안전 계통의 성능 지표임

기타 특수
용도 RPC / APC MR 대상 기능/기기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

표 50 리스크 성능 평가 요소

리스크/성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거나 감

시하는 것이다. 리스크 영향은 노심손상에 대한 리스크, ΔCDF와 ICCDP, Inst. CDF와

방사선방출영향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ΔLERF 와 ICLERP등의 평가 인자들로 구성

된다..

ΔCDF=CDF Instant-CDF BL

ICCDP=ΔCDF∙T Dur ation

Inst.CDF=CDF Instant

ΔLERF=LERF Instant-LERF BL

ICLERP=ΔLERF∙T Duration

나. 리스크/성능 통합 평가 시스템 ITARIA 개발

앞의 리스크/성능 평가의 평가 척도들의 분석 process를 정리하고, 이를 one button



processing으로 AIMS-PSA를 이용하여 쉽고, 일관성 있게 리스크/성능 통합 평가를 하

는 전산 시스템(ITARIA: Integrated Tool to Aim at RIA)을 개념설계 하였다(그림 80

참조).

그림 80 ITARIA 개념

ITARIA의 작동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필요한 분석 대상의 선택

§ 사용자가 원하는 PSA 범위를 선택

§ 정량화 방법을 분석 특성에 따라 3가지 중 선택

§ 분석 과정을 자동화

다. RI-IST에 대한 ITARIA 예시

ITARIA에서 RI-IST를 선택하면 현재의 IST 기기와 각 기기의 IST 주기를 보여주는

목록이 나오며, IST 주기를 사용자가 임의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변경된 IST 주기에 따

라 보고자하는 출력항목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림 81

아래 그림처럼 필요한 모든 분석이 수행되어 출력된다.

그림 82

기기 성능 저하와 PSA Basic Event와의 Mapping Table을 통한 △CDP를 계산하고,

△CDP 가 10E-6 이상이면 ASP(Accident Sequence Precusor가 됨. 다음 그림처럼 기

기 기능 상실에 의한 △CDP 계산 프로그램이 구현되었다. (그림 개선 예정)



그림 83

6. 화재 PSA 정량화 방법 개발

내부사건 PSA 모델을 이용하여 화재 PSA 모델을 구성하고 정량화할 경우, 각 격실

에서의 화재로 인한 기기의 이용불능확률이 0.5보다 클 경우는 내부사건 대신 해당 격

실의 화재사건으로만 표기하고, 작을 경우에는 내부사건과 해당 격실의 화재사건으로

나누어 정량화하는 알고리즘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내부사건 CDF= IE1ABCE +

IE2ACDF 일때, 각 격실 2에서의 B 사건만 0.5보다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

다.

CDF = R1A1(B+B1)C1E + R2ABC2E + R2AC2D2F

윗식에서, B1>0.5 이고, 나머지 A1, C1, C2, D2는 모두 0.5보다 작거나 같음을 알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의 장점은 빠르고, 정확한 정량화가 가능하고, 정확한 FV 중요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4 절 차세대 리스크 평가기술 개발

1. 차세대 고장수목 정량화 방법 개발

가. 고장수목(Fault Tree) 정량화 방법 개요

PSA 정량화는 PSA 모델을 fault tree로 변환하고, 이 fault tree에 대해 cut set을 계

산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그러나 negate가 포함된 경우 이를 Delete term으로 근사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negate로 처리되는 gate의 값이 큰 경우 많은 오차를 나타낸다. 2단계

PSA와 화재/지진 등의 외부사건 PSA에서는 basic event들의 값이 큰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비교적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보정 방법을 정

량화 엔진인 FTREX에 반영하였다.

나. FTREX의 높은 확률을 갖는 성공 Branch 보정 방법

다음과 같이 성공 branch가 포함된 사고경위들을 풀 때

TOP = G1 * /G2

게이트 G2의 cut set을 별도로 계산하여 G2의 확률을 계산한다. G2를 대표하는 basic

event XG2를 만들어 /G2를 가진 cut set에 곱해준다. 여기에서 P(XG2) = 1.0 - P(G2).

다. 성공 Branch 보정 방법 적용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은 간략한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을 예제로 성공 Branch 보정에 대한 결

과를 확인한다.

계통 Sa의 고장확률이 0.55인 경우, 사건수목의 사고경위를 수계산으로 풀면,

GCDF = %I * /GSA * GSB + %I * GSA * GSC

= %I*/A*/C*D + %I*A*G + %I*A*E*F + %I*C*G + %I*C*E*F

가 되어 GCDF의 빈도는 4.970e-4/yr로 계산된다.



GSB

GSC
GSA

%I

Initiator 계통
Sa

계통
Sb

계통
Sc

GI Sa Sb Sc

Seq# State

1 ok

2 cd

3 ok

4 cd

Failure of
System Sa

GSA

Component A
Fails
A

5.e-1

Component C
Fails
C

5.e-2

Failure of
System Sb

GSB

Component D
Fails
D

1.e-2

Failure of
System Sc

GSC

Component G
Fails
G

3.e-4
G3

Component E
Fails
E

1.e-2

Component F
Fails
F

1.e-2

그림 84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 예

기존 사고경위 간의 Delete Term 근사 방법을 사용할 경우와 성공 Branch 보정 방법

을 사용할 경우, 정량화 결과는 각각 아래 그림과 같이 1.022e-3/yr 와 4.970e-4/yr로 평

가된다. 기존 Delete Term 근사 방법을 사용할 경우 2배 정도 큰 빈도값을 얻는다. 반

면, 성공 Branch 보정 방법을 사용한 정량화 결과는 수계산 결과와 같다. 성공 Branch

보정 방법의 경우, 사고경위 2에 대해 성공 Branch, -GI-2SB(GSA의 값)에 대한 확률값

이 곱해진다. 성공 Branch 보정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정량화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

기존 Delete Term 방법 사용 성공 Branch 보정 방법 사용

그림 85 정량화 결과

2. 최적 열수력 분석활용 리스크 체계 개발

가. 최적 열수력 개요

PSA를 위한 event tree의 구성 및 성공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열수력 분석이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의 열수력 분석 방식은 분석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

하여, 보수적/평균적 입력 변수를 선정하고 단일한 계산에 근거하여 event tree/성공기준

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PSA에 필수적인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열수력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성공기준의 정의에서도 불확실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만족할 수 있는 PSA용 열수력 분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최적 열수력 분석방법의 효시인 CSAU(Code, Scaling, Applicability, Uncertainty)

방법론 및 최근 OECD/NEA의 국제 공동연구로 수행된 SMAP(Safety Margin Action

Plan)의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평가 절차를 수립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적 열수력 방법론에 대한 문헌조사

- PSA 용 최적 열수력 분석방법의 개선안 도출

나. 최적 열수력 방법론에 대한 조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최적 열수력 방법론은 1989년 미국 NRC가 CSAU 방법론을 인

허가 함으로써 최초로 열수력 안전해석 방법론으로 사용되었다. CSAU는 3단계 1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사고시나리오 모델링 요건 판별 및 코드의 적용성 검증

- 2단계 : 코드의 정확성, 스케일 확장성 및 입력변수의 분포 결정

- 3단계 : 민감도 및 불확실성 분석

이후에 개발된 방법론은 대부분 CSAU의 형식을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래 표는 주요한 방법론 및 특징을 보여 준다.

항목 비교

CSAU 최적 열수력 방법론의 시초

GRS(독일의 최적 방법론)
Wilk's 공식을 이용한 최소 계산

방식

University of Pisa 방법론
실험결과를 이용한 스케일링(Scale

up)

표 51 주요 최적열수력 방법론의 비교

최근 OECD/NEA의 국제 공동연구로 수행된 SMAP에서는 결정론적 안전해석 방법과

확률론적 분석 방법의 결합을 통해 발전소의 설비/운전 개정에 대한 위험도 변화를 평

가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PSA의 event tree에서 각 시나리오가 가지

는 불확실성의 평가와 일치하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 PSA 용 최적 열수력 분석방법의 개선안 도출



본 연구에서는 CSAU방법론에 근거하여 불확실성을 포함한 열수력 분석 방법을 수행

하며, 이를 통해 SMAP의 위험도 변화 정량화 방법을 이용하여 event tree의 불확실성

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아래 그림은 이의 개념을 도식

화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수력 분석 결과의 불확실성을 event tree에서

정량화하는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 86 불확실성을 포함한 열수력 방법의 Event Tree 적용

PSA는 발전소의 가능한 모든 사고시나리오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며 수많은 event

tree 및 이에 따른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수많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위의 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수립

하였다. 아래 그림은 분석방법에 대한 절차를 보여주며, 다음의 3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 분석대상 시나리오 선정

-자명한 실패/성공 시나리오의 배제

-시나리오의 값이 제한값(low bound)보다 작으면 제외

- 불확실성 변수 선정

-사고별 코드 불확실성에 중요한 변수(parameter) 선정

-발전소 고유의 사고 시나리오별 중요 변수 선정

- 코드계산 및 불확실성 분석

-코드계산에 의한 PCT의 분포 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Conditional failure/success probability 계산 및 계산

에 근거한 event tree의 수정

그림 87 제안된 PSA용 열수력 분석방법론 체계

3. 열수력 불확실성 분석 프로그램 MOSAIQUE 개발

가. 프로그램 개발 개요

최적 열수력 분석은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방대한 샘플링 계산을 수행하여야 한

다. 이러한 계산은 독립적인 입력자료가 만들어 져야 하며, 또한 각각의 입력자료에 대

해 계산이 수행되고 결과가 처리되어야 한다. 이때, 처리되는 업무의 양이 방대하기 때

문에 수작업에 의해서는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처리되는 업무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를 전산화하면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다. 국내외에

서 불확실성 분석을 위한 일괄 처리용 전산 소프트웨어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 분야의 부가적인 업무이기는 하나 개발을 수행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최적 열수력 분석 또는 불확실성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

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향후 이러한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프로그램 특징 및 구조

불확실성 분석 프로그램인 MOSAIQUE은 다음의 특징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 스프레드시트화한 입력으로 샘플링의 완전 자동화

- 네트웍 PC를 이용한 독립적 병렬계산으로 계산 시간을 최소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다음의 세 부부으로 구성되었다.

- 입력생성 부분 - Master unit

- 계산 부분 - Plot unit

- 후 처리부분 - Plot unit

아래의 그림은 MOSAIQUE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샘플링된 입력자료는 Master unit에서 생성되며 이 입력자료는 Client unit으로

부터 각 네트웍 PC에 전달됨. 계산이 종료되면 각 네트웍 PC는 결과를 Master PC에

전달하며 Plot unit을 통해 필요한 계산결과를 산출함. 각 유닛별로 주요한 기능은 아래

에 기술한다.

그림 88 MOSAIQUE의 구조

(1) 입력생성 부분 - Master unit

입력을 줄단위로 메모리에 읽은 후 스프레드시트화 하여 필요한 불확실성 변수를 직

접 선택하여 분포정보를 입력하며 샘플링 입력생성까지의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였다.

(아래그림 참조)



그림 89 MOSAIQUE의 입력구조

(2) 계산 할당 및 수행 부분 - Client unit

이 부분은 계산 부하를 네트웍에 연결된 Client PC에 자동 할당하며 각 PC는 독립적

으로 계산을 수행하며 계산결과를 Master PC에 전달함. 계산 구조는 Master PC의

Data Base파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Client PC는 DB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음.(아래

의 그림 참조)

그림 90 MOSAIQUE의 계산구조

(3) 결과 후처리 부분 - Plot unit

Plot unit은 계산된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열수력 계산의 불

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률밀도 함수(PDF)그래프 및 누적 확률 함수(CDF) 그래프를



출력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통계치를 산출한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91 MOSAIQUE의 통계처리 기능

다. 사용현황 및 전망

MOSAIQUE는 국내외에 시연되었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산업계 및 학

계로부터 사용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2건의 기술실시가 이루어 졌다. 국

외에서는 OECD NEA산하의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인 SM2A(Safety Margin Action

Plan)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2010년 현재 독일, 스위스 및 일본

과 소프트웨어의 디버깅을 조건으로 협정을 맺었다. 최근에는 NRC와도 유상 기술실시

에 합의한 바 있다.

MOSAIQUE은 프로그램의 상세화과정을 거치면 더욱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텍스트 기반의 입력을 사용하는 전산해석코드에 유연하게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의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4. ATWS 분석 및 국제공동연구 SM2A의 사고해석

가. 시범적용 개요

2007년도에 개발된 개발된 PSA를 위한 최적열수력 분석방법론은 실제의 시범 적용을

통하여 그 적용성을 시험할 필요가 있다. 2008년도에는 구체적인 시험을 통하여 개발된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시험 적용으로는 PSA모델 중 ATWS 사고시나리오의 주요한 사고경위에 대한 적용

을 통하여 조건부 실패확률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였다. 또한, 국제 공동 연구인

SM2A의 한국 측 할당업무인 ZION 원자력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파단사고(SGTR)에 대

한 조건부 실패확률을 계산하였다.



나. ATWS 계산

ATWS 사고 시나리오는 PSA 모델의 여러사고 시나리오 중 원자로 트립의 실패로 인

한 사고로서 주로 일반과도 사건의 주급수 상실 및 원자로 트립실패의 초기사건으로 이

루어진다.

본 시범적용에서는 표준형 발전소의 ATWS사고 경위 중 빈도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사고 경위로서, 모든 완화계통이 적절히 작동하는 성공시나리오에 대해 원자로 1차 계

통의 과압에 의한 노심손상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였다. 5개의 발전소 불확실성 변수

를 선택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SA 성공시나리오도

실패할 확률을 가지며 본 분석에서는 약 55%의 실패확률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a) 변수변화에 따른 일차계통 압력변화 b) 일차계통 압력의 누적

확률 분포

그림 92 ATWS 사고시나리오의 일차계통 압력 및 누적확률 분포

다. SM2A 국제공동연구의 SGTR계산

국제 공동연구인 SM2A는 정량적 안전여유도의 측정단위로 PSA모델의 노심손상 빈

도 변화를 선택하여, 이를 발전소 출력증강에 대해 안전여유도 변화를 측정하는 과제이

다. 미국 ZION 발전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국 측은 증기발

생기 파단사고를 분석하였다.

한국 측은 본 분석을 위해 ZION 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사건수목을 분석에 적절한 형

태로 개정하였으며, 총 60여개의 사고시나리오 중 절삭치인 10E-7을 상회하는 3개의 사

고시나리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는 MOSAIQUE을 이용하였으며 3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총 1200여회의 계산을 수행하였다. 각 사고의 모의에는 평균 5시간의

계산시간(CPU time)이 소요되었으며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만일 1200여회의 계

산을 PC 한대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계산할 경우 6000시간 (250일)이 소요된다.

아래의 그림은 분석 시나리오 중 2번째 시나리오를 출력증강 전후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력증강에 대해 첨두피복재온도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100%출력에서 노심손상 시나리오 발생). 이는 샘플링의 개수가 적으면 통계적 오류의

영향으로 정량적 안전여유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샘플링의 개수가 적을 경우는 적절한 조건부 실패확률을 계산할 수 없었다. 본 분석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1.의 SM2A분석 보고서를 첨부한다.

그림 93 ZION STTR사고의 출력증강에

대한 첨두피복재 온도 계산

5. LBLOCA의 최적 열수력 분석

가. 사고경위 선정 및 PIRT 자료 분석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적용될 열수력분석 방법론을 개발함에 있어 실제 원자력발전

소 운전 시 발생 가능한 사고들의 유형 및 노심손상빈도는 개발될 방법론을 이용하여

해당 사고들을 분석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당해연도 연구에서는,

하나의 대표 사고경위를 선정하여 열수력 분석을 수행하고 방법론 개발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개발될 방법론은 모든 사고경위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차후 다양한

사고경위에 적용하고 평가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고경위에 대하여 열수력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심손상빈도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중요 인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선정된 사고 경위에 대하

여 기존의 PIRT를 수집, 분석하고 중요 현상 및 인자를 파악하였다.

또한, PIRT에 포함된 중요한 현상 및 인자와 관련한 MARS 코드 내의 모델들을 검

토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코드 내에 삽입된 중요 모델의

불확실도가 주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1) 사고 경위 선정

아래의 표는 국외 5가지 노형에서의 각 사고에 대한 주요 현상들을 보여준다. 표 내의

숫자들은 특정 노형 및 사고에 대하여, 각 현상이 중요하다고 밝혀진 자료들의 수를 보

여준다.

No
사고경

위명
사고경위설명

노심손상빈도(/

년)

비율(

%)

1 SBO-8

(발전소정전사고)→(터빈구동보조급수펌프를 이용한 보

조급수공급성공)→(대기덤프밸브를 이용한 증기 제거 성

공)→(교류전원 복구 실패(11시간 이내))

6.27E-07 11.1

2
SLOCA

-9

(소형냉각재상실사고)→(원자로정지 성공)→(고압안전주

입 성공)→(보조급수공급 성공)→(대기덤프밸브를 이용한

증기 제거 성공)→(고압안전주입 재순환 운전 실패)→(저

압안전주입 재순환을 위한 원자로 냉각재계통 감압 성공)

→(저압안전주입 재순환 운전 실패)

4.84E-07 8.6

3
LOFW-

26

(주급수상실사고)→(원자로정지 성공)→(보조급수공급 실

패)→(초기 방출운전 실패)
3.79E-07 6.7

4
LOOP-2

6

(소외전원상실사고)→(원자로정지 성공)→(보조급수공급 실

패)→(초기 방출운전 실패)
3.60E-07 6.4

5
LLOCA

-5

(대형냉각재상실사고 발생)→(안전주입탱크주입 성

공)

→(저압안전주입 실패)

3.03E-07 5.4

표 52 사고경위 및 노심손상빈도

- OPR1000 PSA 보고서로부터 노심손상 빈도가 가장 높은 5가지 사고 선정

- 대상 사고로 LLOCA-5 선정

- 사고 가정



안전주입수 50% 실패

고압안전주입수 50% 실패

저압안전주입수 모두 실패

Motor-driven 보조급수 실패

격납건물 Fan/Cooler 실패

(2) 국내외 PIRT 자료 수집

(가) 국외 PIRT 자료



General Reactor

Behavior
Phenomenon

Frequency of high rank throughout the

plant systems of interest

Rapid Blowdown

from high pressure

through large breaks

and/or ADS

Critical flow 17 1 1 1 1 2 5 5 1

Flashing 15 1 1 4 4 4 1

Subcritical flow 12 2 2 4 4 1

Voiding & Distribution 10 3 4 3

Condensation 10 2 4 4

Entrainment/de-entrainment 10 1 1 4 4

Convective heat transfer 8 2 1 2 1 1 1

Inventory/level 8 3 1 1 2 1

Conduction heat transfer 6 2 2 2 2 1

Decay heat 6 1 1 1 1 1

Phase seperation 5 2 1 1 1

Natural/internal circulation 4 2 1 1

Evaporation 3 1 1 1

Stored energy 3 1 1

Parallel channel flow 2 1 1

Energy transport by liquid 2 1 1

Core Invectory

Recovery, Including

Refill and Reflood

Noncondensible effects 2 1 1

Decay heat 7 1 1 1 1 1 1 1

Convective heat transfer 7 3 1 1 2

Two-phase flow/delta-p 5 2 1 1 1

Invectory/level 4 2 2

Critical Flow 4 1 1 2

Conduction heat transfer 4 1 1 2

Flow resistance/ frition/form loss 3 1 1 1

Subcritical flow 2 1 1

Small Break Slow

Depressurization

Critical flow 2 1

Decay heat 2 1

Long-Term

Recovery

Subcritical flow 13 4 2 1 2 2 2

Noncondensible effects 9 3 3 3

Inventory/level 7 5 1 1

Convective heat transfer 5 1 1 1 1 1

Flow resistance/friction/form loss 4 1 1 1 1

Condensation 4 1 1 1 1

Conduction heat transfer 4 1 1 1 1

Decay heat 4 1 1 1 1

Natural/internal circulation 3 1 1 1

표 53 국외 PIRT 자료 예시

(나) OPR-1000

아래의 2개의 표는 Blowdown PIRT에서 20가지, 재관수 PIRT에서 21가지의 변수를



보여준다. 표의 숫자는 순위를 의미하는데, Blowdown 시에는 간극전도도가 재관수 시

에는 붕괴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PR1000의 대형파단사고에

대한 또 다른 PIRT인 표 6는 27가지의 변수를 보여준다.

1 Gap Conductance 
2 Power Peaking Factor 
3 Operating Plant Power 
4 Decay Heat 
5 Axial Power Distribution 
6 Fuel Thermal Conductivity 
7 Cladding Thermal Conductivity 
8 Pellet Heat Capacity 
9 Time Step Size 

10 Loop Mass Flow Rate 
11 RPV Upper Head Initial Water Temp 
12 Rod Internal Pressure 
13 Density Reactivity 
14 Radial Power Distribution 
15 RCP Coastdown/Running 
16 Core Bypass Flow 
17 Cladding Swell & Rupture Model 
18 RCP 2-1phase Head Multiplier 
19 Doppler Reactivity 
20 Cladding Heat Capacity 

표 54 OPR1000의 대형파단사고에 대한 PIRT-1 (1)

1 Decay   Heat 
2 Power   Peaking Factor 
3 Gap   Conductance 
4 Axial   Power Distribution 
5 Fuel   Thermal Conductivity 
6 Cladding   Oxidation Model 
7 Operating   Plant Power 
8 Safety Injection   Flow Rate 
9 SIT   Gas Pressure 

10 SIT   Effective Water Volume 
11 Time   Step Size 
12 Cladding   Thermal Conductivity 
13 SIT   Water Temperature 
14 Containment W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15 Cladding Swell   & Rupture Model 
16 RCP   Coastdown/Running 
17 SIT Nitrogen 
18 Core   Bypass Flow 
19 RWST Water Temperature   
20 Containment   Initial Pressure 
21 Containment Net   Free Volume 

표 55 OPR1000의 대형파단사고에 대한 PIRT-1 (2)



표 56 OPR1000의 대형파단사고에 대한

PIRT-2

(3) 중요 모델 조사 및 민감도 분석

LBLOCA 시의 중요 모델로는 핵연료 저장에너지와 관련해 간극전도도, 첨두출력계수,

핵연료열전도도 등이 있고, 그 외에 노심열전달과 관련한 비등 및 임계열유속 이후 열

전달 계수, 이상유동에 의한 펌프 성능 저하, CCFL 모델 등이 있다. 이 중 MARS 코드

입력값에서 쉽게 그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임계열유속 이후 열전달 계수와 CCFL 모델

에 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핵연료 저장에너지
간극전도도, 첨두출력계수, 핵연료열전도

도, 단상유동의 열전달계수

노심 열전달 비등 및 임계열유속 이후 열전달 계수

펌프 성능 이상유동에 의한 펌프 성능 저하

임계 파단 유량 CCFL 모델

표 57 대형파단사고시의 중요모델

(가) CCFL

①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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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노심 최대피복재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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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노심내 압력 변화

- MARS 코드 분석 시 Walis 모델과 Kutatelatdz 모델 중 선택하여 계산

- 본 사고 경위에서는 각 모델 간에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최대피복재온도와 노심 내

압력 거동은 거의 유사함 (CCFL 모델에 따른 영향 미미함)

② 모델






 

Hg : 무차원화된 기상 유량

Hf : 무차원화된 액상 유량

m : 상수

c : gas intercept

    


    




jg : 기상의 superficial velocity

jf : 액상의 superficial velocity

ρg : 기상 밀도

ρf : 액상 밀도

w : 선형 척도

Dj : 정션의 수력학적 지름

이 때, 선형 척도는   
    이고,

β = 0 일 때는 Wallis 모델

β = 1 일 때는 Kutateladze 모델

을 사용하게 된다.

(나) CHF

① 민감도 분석

임계열유속을 모사하기 위한 입력값을 변화시킨 결과로 최대피복재온도의 거동이 500

초까지는 거의 비슷하나, 500초 이후 최대피복재온도에 차이가 생긴다. 약 2700초 이후

에는 두 경우 모두 400K까지 온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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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최대 피복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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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노심내 압력

② 민감도 분석

- 풀비 등에서의 임계열유속



그림 98 임계열유속 regime 개략도

질량유량 G < 30 g/cm⦁s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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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대류비등에서의 임계열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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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막비등 온도로 위의 식 중 큰 값을 선택한다.

- 천이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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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형관에서의 막비등

α > 0.8 -> 분산유동에서의 막비등

α < 0.6 -> 역환형관에서의 막비등

0.8 > α > 0.6 -> 분상유동과 역환형관 값 사이에서의 내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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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터 로드의 복사율 ∼ 

 액체의 흡수율 ∼ 

③ 펌프성능저하

1/2 루프 모델 Semiscale과 WH 실험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을 이용하며, 기포율

0.2-0.9의 이상유동 조건에서의 펌프 성능에 대한 곡선을 이용한 모델을 이용한다.

그림 99 펌프 성능곡선

나. PIRT 수정 및 중요 변수 선정



열수력분석 시, 수집된 대형파단사고에 대한 PIRT들의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은

해석 코드의 한계, 변수들에 대한 정보 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

든 변수들 중, 코드 계산 시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보다 간략화된 PIRT를 작성하였다.

(1) PIRT 수정

OPR1000에서 대형파단사고 시에 평가되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하였다.

1 Gap Conductance 20 Cladding Heat Capacity 
2 Power Peaking Factor 21 Safety Injection Flow Rate 
3 Operating Plant Power 22 SIT Gas Pressure 
4 Decay Heat 23 SIT Effective Water Volume 
5 Axial Power Distribution 24 SIT Water Temperature 

6 Fuel Thermal Conductivity 25
Containment W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7 Cladding Thermal conductivity 26 SIT Nitrogen 
8 Pellet Heat Capacity 27 Containment Initial Pressure 
9 Time Step Size 28 Containment Net Free Volume 

10 Loop Mass Flow Rate 29 Burst temperature dial
11 RPV Upper Head Initial Water Temp 30 Burst strain dial
12 Rod Internal Pressure 31 Oxidization dial
13 Density Reactivity 32 Groeneveld chf dial
14 Radial Power Distribution 33 Chen nucleate boiling dial
15 RCP Coastdown/Running 34 Pump K-factor
16 Core Bypass Flow 35 Pump Head Multiplier
17 Cladding Swell &Rupture Model 36 Pump torque Multiplier
18 RCP 2-1phase Head Multiplier 37 Pressurizer pr, bar
19 Doppler Reactivity 

표 58 OPR1000에서의 대형파단사고에서의 주요인자

(2) 변수 중요도 분석

취합된 모든 변수에 대하여, 각 변수들의 불확실도 범위를 ±20%로 가정하여 변수 중

요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중요도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최대피복재온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변수를 제외하고, 이와 함께 입력 가능한 변수가 아니거나(i.e. 루프 질량유

량) MARS 코드에 적용하기 불가능한 변수들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PIRT를 구성하였

다. 아래의 두개의 그림에서 Reference case는 모든 변수들에 공칭값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뜻한다. 위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최대피복재온도에 영향이 가장 큰 1순위 변수

로는 축방향 출력분포와 핵연료 열전도도가 있고, 2순위 변수로는 간극전도, 피복재 열



용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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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변수별 중요도 분석 최대 피복재온도



parameter PCT [K]
 Reference 1141.8

+20% -20%

 Gap Conductance 1132.3 (-9.5) 1158.5 (16.7)

 Power Peaking Factor 1133 (-8.8)

 Decay Heat 1141.8 (0.0) 1141.9 (0.1)

 Axial Power Distribution 1228.4 (86.6) 1050.7 (-91.1)

 Fuel Thermal Conductivity 1121.5 (-20.3) 1177.3 (35.5)

 Cladding Thermal Conductivity 1147.8 (6.0) 1137.7 (-4.1)

 Pellet Heat Capacity 1136.4 (-5.4) 1142.8 (1.0)

 Time Step Size 1148 (6.2) 1146.3 (4.5)

 Rod Internal pressure 1142.4 (0.6) 1141.3 (-0.5)

 RCP Coastdown/Running 1141.8 (0.0) 1141.8 (0.0)

 Core Bypass Flow 1141.8 (0.0) 1141.8 (0.0)

 RCP2/1 Phase Head Multiplier 1153.2 (11.4) 1160 (18.2)

 Cladding Heat Capacity 1126.2 (-15.6) 1160 (18.2)
 +2% -2%

 Operating Plant Power 1147.8 (6.0) 1135.2 (-6.6)

 inner Outer

 Radial Power Distribution 1151.8 (10.0) 1133 (-8.8)

표 59 변수별 중요도 분석 최대피복재온도

 Parameter
Prob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Range
Reference 

value
Description

1 Gap Conductance Uniform 0.05 mm – 0.360 mm 0.092 mm 3σ
2 Power Peaking Factor Uniform 1.928 – 2.578 2.253 2σ(±5.6%)
3 Core Power [MWth] Normal 98% - 102% 2815  
4 Decay Heat Normal 93.4% - 106.6% ans79-1 2σ(±6.6%)
5 Axial power distribution Top/bottom 가정 8th node  
6 Fuel Conductivity Normal 90% - 110% table 2σ
7 Cladding Thermal Conductivity Normal 88% - 112% table  
8 Time Step Size  uniform 0.0025 – 0.01 0.005  

9 Core Bypass Flow  2.5% - 3.0% 2.75%
bypass flow percentage to 
total cold leg   mass 
flow

10 Rod Internal Pressure [MPa]  2 – 15 8  

11 Density Reactivity   table 참조
function of moderator 
density

12 Pellet Heat Capacity Normal 90% - 110% table 참조 function of temperature

13 Cladding Heat Capacity  90% - 110% table 참조 function of temperature

14 Doppler Reactivity   table 참조 function of temperature

15 SIT Gas Pressure  39.918e6-44.198e6 Pa 42.058e6 Pa  
16 SIT Water Volume  50.531 m3 - 54.411 m3 52.471 m3  
17 SIT Water Temperature  280.2964 K – 319.2964 K 299.7964 K  
18 HPSI Flowrate   table 참조  

표 60 새로운 PIRT와 각 변수들의 불확실도



위의 표와 같이 새롭게 작성된 PIRT에는 간극전도도, 첨두출력계수에서 고압안전주입

수 유량까지 18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 18개의 변수를 후보변수라 명명하고 4장

에서 후보변수평가를 수행하였다. 후보 변수들의 불확실도와 공칭값도 문헌을 통해 수

집하였다. 정보가 없는 변수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가정을 적용하였다.

다. MARS 코드를 이용한 최적해석을 위한 입력값 평가 및 입력방법 조사

MARS 코드를 이용한 후보 변수 평가를 위한 준비단계로, 공칭값을 이용한 최적해석

과 보수적 입력값을 이용한 해석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계산을 수행하였다.

3장에서는 또한 새로운 PIRT 내의 변수들에 대한 유효변수 평가를 위하여 각 변수

들이 MARS 코드에 입력되는 방법에 대한 조사 및 정리도 포함하였다.

(1) 보수적 입력값 가정의 영향 평가

안전주입수의 온도 및 설정압력 등의 변수에 공칭값과 보수적 입력값을 아래의 그림

과 같이 5가지의 조합으로 적용하여 각 격우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그림 102 입력값 평가를 위한 계산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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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최대 피복재 온도

고압안전주입수에 공칭값으로 설정한 것과 모두 공칭값으로 설정한 경우가 다른 경우

와 비교하여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외의 경우들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모든 변수에 공칭값을 사용하는 경우만 1477K를 넘지 않는 결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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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노심 내 압력

노심 내 압력의 변화는 50초 이내에 1.5기압 이하로 떨어졌다가 향후 2기압까지 올라

가는 경향을 보인다. 5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 약간의 진동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

향을 보인다.

(2) 후보 변수의 MARS 모델링 조사 및 적용 방법 결정



① 간극전도도

핵연료가 모사된 Heat structure 부분(1CCCG1XX)에서 간극을 조절하여 모사하였다.

KWU사의 핵연료 성능해석전문 프로그램인 CARO-D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에 따르면

공칭값을 낼 때의 간극은 0.092mm이고 불확실도 범위 내의 최소 간극크기는 0.05mm,

최대 간극크기는 0.36mm이다. 이 때 간극의 크기인 0.05mm와 0.36mm 사이에서 어떤

분포를 가정한다면, 이것은 간극의 크기에 대한 분포이지 간극 전도도에 대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해주는 작업이 요구된다.

간극 전도도의 분포는 균일 분포로 가정은 간극 크기에 따른 간극전도도의 크기는

MARS 코드 계산 시에 나오는 결과 파일인 outdta로부터 구할 수 있다.

간극의 크기인 0.05mm와 0.36mm을 100등분하여 각 간극에서의 간극전도도값을 구한

다. 그리고 간극전도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사이를 8등분 하여 8개 영역으로 나눈다. 1

개의 영역은 일정 범위의 간극전도도를 포함하는데, 앞서 100등분 하여 100개의 영역으

로 나뉜 간극의 크기들 중 몇 개의 영역이 하나의 간극전도도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구

한다. 가령, 간극 전도도 하나의 영역에 간극의 크기의 영역이 3개 포함된다면, 100개 중

에 3개의 간극의 크기가 간극전도도 불확실도 영역에서 1/8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구

해진 아래의 확률밀도분포를 MARS 코드 입력값을 MOSAIQUE에서 생성 시에

'empirical distribution' 기능을 이용하여 적용하면 간극전도도의 조절을 간극의 크기의

조절을 통해 할 때, 균일한 분포를 갖게 된다.

그림 105 MOSAIQUE에 적용할 간극 전도도의

간극에 따른 확률밀도분포 형태

② 첨두 출력계수



핵연료가 모사된 Heat Structure에서 Heat Source Multiplier부분. (1CCCG701~G799).

평균 온도가 핵연료봉 하나와 최고 온도 핵연료봉의 source multiplier의 비로 첨두계수

의 비가 결정된다. W2(internal source multiplier)와 W4(direct moderator heating

multiplier) 부분의 총합이 1이 되도록 한다.

③ 운전출력

Reactor Kinetics 부분(30000001)에서 출력에 해당하는 W2를 수정한다.

④ 붕괴열

Reactor Kinetics 부분(30000001)의 W5의 multiplier를 수정하고, 30000002의 W1에서

ANS79-1, 79-3 중 선택한다. (공칭값 선정)

⑤ 축방향 출력분포

Heat Structure에서 1CCCG7NN의 W2와 W4를 수정. W2와 W4의 NN에 해당하는 순

서를 바꾸면 축방향 출력분포를 모사할 수 있다.

⑥ 핵연료 열전도도

201MMM01~50에 해당 변수의 데이터 입력(온도의 함수 형태)를 사용한다.

⑦ 피복재 열전도도

위와 동일한 입력을 사용한다.

⑧ Time Step Size

201 card에서 W3 또는 W4를 수정한다.

⑨ 노심 우회 유량

노심의 유량우회가 모사된 컴포넌트의 면적을 수정한다. 이 때 우회면의 면적과 정상

유동면의 면적의 합이 항상 같도록 유지시킨다. Core shroud, Outlet nozzle gap,

Alignment keys, Guide Tube가 모사된 부분의 유량의 전체 합이 저온관 입구유량의

2.5%~3.0%가 되도록 각 부분의 정션 면적을 변화시킨다.



⑩ 연료봉 내압

핵연료를 모사한 Heat Structure(1CCC0001)의 W1 수정하여 사용한다.

⑪ 냉각재 밀도 궤환 효과

30000501~509 card에 SEPARABL 옵션과 함께 테이블 형태로 삽입된다.

⑫ 펠렛 열용량

201MMM51~99에 해당 변수의 데이터 입력(온도의 함수 형태)을 사용한다.

⑬ 안전주입수 설정 압력

Trip 신호 설정치를 변경하여 입력한다.

⑭ 안전주입수 부피

컴포넌트 유형, 'accum'의 ccc2200의 W1을 수정(liquid volume 부분)하여 사용한다.

⑮ 안전주입수 온도

컴포넌트 유형, 'accum'의 ccc2200의 W2를 수정(liquid volume 부분)하여 사용한다.

⑯ 고압안전주입수 유량

time dependent junction에 table형태로 입력한다. (시간의 함수 형태)

⑰ 피복재 열용량

201MMM51~99에 해당 변수의 데이터 입력을 사용한다. (온도의 함수 형태)

⑱ 도플러 효과

30000701~709 card에 SEPARABL옵션과 함께 테이블 형태로 입력을 사용한다. (온도

의 함수 형태)

라. 후보 변수 평가



앞서 작성한 새로운 PIRT 내의 각 변수들에 대한 불확실도 범위 내에서 값을 변화시

키며 계산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계산을 통해 각 변수들이 갖는 불확실도 범위 내에서

의 최대피복재온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순위

는 이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확률밀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효변수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Parameter Unit
Input Value

Min. - reference + Max.

1 Gap Conductance(Width) mm 0.050 0.071 0.092 0.226 0.360
2 Power Peaking Factor 1.505 · 1.61 · 1.715
3 Core Power MWth 2758.7 2786.85 2815.0 2845.15 2871.3
4 Decay Heat % 93.4 96.7 100 103.3 106.6
5 Axial power dist. 5th · 8th · 11th
6 Fuel Conductivity* W/mK 4.885 5.156 5.427 5.699 5.970
7 Cladding Conductivity* W/mK 14.457 15.442 16.428 17.414 18.399
8 Time Step Size s 0.00125 0.0025 0.005 0.01 0.02
9 Core Bypass Flow % 2.502 2.648 2.764 2.878 3.001
10 Rod Internal Pressure MPa 2.0 · 8.0 · 15.0
11 Density Reactivity* dollar -26.077 -24.925 -23.774 -22.622 -21.470
12 Pellet Heat Capacity* J/m3K 2.765E+06 2.918E+06 3.072E+06 3.226E+06 3.379E+06
13 SIT Gas Pressure MPa 39.92 41.08 42.06 43.10 44.20
14 SIT Water Volume m3 50.53 51.50 52.47 53.44 54.41
15 SIT Water Temperature K 280.3 290.1 299.8 309.6 319.3
16 HPSI Flow Rate kg/s 27.28 29.93 31.86 35.23 37.84
17 Cladding Heat Capacity* J/m3K 1.90E+06 2.01E+06 2.12E+06 2.22E+06 2.33E+06
18 Doppler Reactivity* dollar -1.249 -1.505 -1.762 -2.019 -2.275

표 61 변수 중요도 평가를 위한 변수별 입력값

(1) 변수 중요도 평가

위의 표에서 변수별 입력값을 활용하여 변수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아래의 그림

에서 실선은 불확실도의 최대값, 점선은 불확실도의 최소값을 넣었을 때의 결과이다. 그

래프에서와 같이 Blowdown 최대피복재온도는 5초 이내에 보이고, 첫째 재관수 최대피

복재온도는 56초와 61초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6 변수 중요도 분석 PCT결과

Parameter
Blowdown PCT

Min. - Ref. + Max. Max. ∆T R*

Gap Conductance 1053.1 1105.1 1133.6 1375.1 1575.1 441.5 1

Peaking Factor 1112.2 · 1133.6 · 1155.6 22.0 2

Fuel Conductivity 1146.1 1140 1133.6 1127.9 1122.2 12.5 3

Axial Distribution 1119.5 · 1122.9 · 1133.6 10.7 4

Cladding heat Capacity 1141.8 1137.7 1133.6 1130.1 1126.4 8.2 5

Core Power 1124.8 1129.5 1133.6 1137.9 1141.5 7.9 6

Time Step Size 1139.2 1138 1133.6 1140.4 1134.1 6.8 7

Density Reactivity 1130.7 1132.2 1133.6 1135.6 1137.8 4.2 8

Cladding Conductivity 1137.1 1135.5 1133.6 1132.2 1130.9 3.5 9

Rod Internal Pressure 1132.6 · 1133.6 · 1136.9 3.3 10

Pellet Heat Capacity 1130.1 1132 1133.6 1135.1 1135.9 2.3 11

Decay Heat 1132.4 1133.1 1133.6 1134.5 1135.4 1.8 12

Core Bypass Flow 1133 1133.2 1133.6 1134.1 1134.1 0.5 13

SIT Gas Pressure 1133.9 1133.9 1133.6 1133.9 1133.9 0.3 13

SIT Water Volume 1133.9 1133.9 1133.6 1133.9 1133.9 0.3 13

SIT Water Temperature 1133.9 1133.9 1133.6 1133.9 1133.9 0.3 16

표 62 변수 중요도 분석 최대피복재온도 결과 및 수정된 중요도 순위

위의 표와 같이,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각 변수들의 불확실도 구간 내에서 나타나는

최대피복재온도 차이의 최대값을 계산하고 중요도 순위를 부여하였다. 간극전도도와 첨

두출력계수와 같이 기존의 PIRT에서 최상위 중요도를 가졌던 변수들은 새로운 평가에

서도 높은 순위를 보였다. 냉각재 밀도궤환계수와 펠렛 열용량 등의 변수의 중요도는



소폭 상승하였고, 반면에 피복재 열전도도, 노심우회유량와 같은 변수의 중요도는 약간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마.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한 통계학적 방법론

입력 변수의 불확실성이 최대피복재온도에 주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통계적인 처리 방법을 검토하였다. PSA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통계적 방법을 선

택할 때 ‘최소의 계산 횟수로 최소한의 유의성을 만족시키는 계산의 경제성’을 주요 기

준으로 선정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몬테카를로 방법과 실험계획법의 한 종류인

반응표면 분석법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1) 몬테칼로 방법의 특징

몬테카를로 방법은 난수를 발생하여 확률적 방법으로 물리적, 수학적 시스템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계산 알고리즘이다. 다른 알고리즘과는 달리 통계학적이고, 일반적

으로 무작위의 숫자를 사용한 비결정적인 방법이다. 컴퓨터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두각

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컴퓨터의 계산속도와 기억용량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그 동안 해

결할 수 없었던 많은 공학적 문제들을 해결 또는 예측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몬테카를

로 방법의 장점으로는 계산 알고리즘이 다른 수학적 방법에 비해 간단하다는 것과 확률

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추출 시도를 통해서 적절한 확률적

모델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주로 5~10% 정도의 오차를 허용

할 수 있는 공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2) 반응표면 분석법의 특징

반응표면 분석법은 1950년 대에 Box와 Wilson에 의해 통계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제

시된 후, 보다 향상된 반응표면을 얻기 위해서 1947년 R.A.Fisher에 의해 제시된 실험계

획법이 도입되었다. 이 후, 반응표면 분석법은 주로 변수가 가진 오차 분석, 반응변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인자 선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인자 제거 등의 과정에 사용되어 왔

다

(3) 방법론 선정 및 Plackett-Burman 계획법

몬테카를로 방법은 분석 방법이 간단한 반면, 반응표면 분석법과 비교하여 충분한 유



의성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계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응표면 분석법은 별도의

계획법을 사용해야 하며, 회귀모형을 추정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계산 횟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고경위

에 대하여 반복계산을 수행해야 하는 본 과제의 특성상, 반응표면 분석법을 기본 방법

으로 선정하였다. 차후, 특정사고경위에 대하여 반응표면 분석법과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한 결과 비교를 통하여, 반응표면 분석법의 경제성 및 정확성을 검증할 것이다.

반응표면 분석법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계획법으로는 중심합성계획법, D-optimal

계획법, Plackett-Burman 계획법 등이 있다. 이 중 Plackett-Burman 계획법은 디자인

인자들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된다. 이 계획법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실험/계산 횟수를 이용하여 변수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확률밀도함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4) 반응표면(response surface) 구성

(가) 상용 통계프로그램 활용

통계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반응도표면 구성을 위한 모델들을 제공한다. 변수가 12개 이

상인 것들에 대해서는 Plackett-Burman 계획법을 사용한다. Blowdown 최고피복재온도

를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PIRT 내의 18개 변수 중 불확실도 범위 내에서 1K 이상의

변화를 유발하는 상위 12개를 고려한다. 2개 변수에 대한 Plackett-Burman 모델은 다음

과 같다.

그림 107 Plackett-Burman 모델

이 때 불확실도 범위 중 최대값과 최소값만을 적용하고 그 값들은 다음과 같이 ±1 값

으로 표준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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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OSAIQUE 활용

본 연구에 MOSAIQUE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 첫째, 목적 변수에 공칭값과 불확실도 분포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임의추출

하여 다수의 입력값 세트를 다량으로 만들 수 있다.

- 둘째, 입력 파일 생성 전에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넣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입

력값을 갖는 입력값 집합을 다량으로 만들 수 있다.

- 셋째, MARS 코드 입력값이 목적이 아닌 다음과 같이 반응도표면에 적용하기

위한 입력값 세트을 만든다.

그림 108 반응도 표면에 적용하기 위한

입력값 세트

반응도 표면 구성을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변수에 -1 또는 1 이 들

어가도록 직접 입력값 세트을 적용한 후 입력 파일을 생성한다.

(다) 반응표면 구성



Plackett-Burman 모델로부터 128개의 입력값 세트을 만든 후에 각각의 계산 결과로

부터 최고피복재온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3차 교호작용을 고려한 회귀식을 구

성한다.

1306.01 268.47 40.13 19.51 12.14 12.84 5.61 3.99 2.5 1.79 4.92 1.79 7.84
13.88 1.31 2.64 4.67 2.5 1.43 6.44 1.17 1.29 1.49
1.68 1.17 1.56 1.17 2.0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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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항까지 고려했을 때의 항은 총 298개가 나오는데, 그 중 P-value 검증을 통하여

99.9%의 신뢰도를 가진 최종 42개의 항으로 반응도 표면을 구성하였다.

바. 최대피복재온도의 확률밀도함수

본 연구의 목표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내의 열수력분석의 일종의 로드맵이 될 분

석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으로 열수력분석에서의 불확실성을 정량화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 기존 PSA에서의 불확실성 분석에 열수력분석에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특정 사고경위에 대해 보다 신뢰도 높은 최고피복재온도의 확

률밀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4.3절에서 구해진 반응표면함수식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회의 입력값 세트

를 준비하고 이를 반응표면함수식과 몬테카를로법에 똑같이 적용하여 결과로 얻어지는

확률밀도함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검증된 반응표면함수식을 이용하여 확률밀도함수를 구하는 데에 있어 대입하는

입력값 세트의 횟수의 차이가 야기하는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1) 반응표면 분석법 검증

(가) 반응표면 분석법과 몬테카를로법의 비교 절차

MOSAIQUE에서 임의추출을 통해 200개의 입력값 세트를 만들어 이를 MARS 코드

입력값(몬테카를로법)과 반응표면함수식에 각각 대입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때 3.2.1에서 가정한 간극 전도도의 분포를 따른다.

그림 109 PCT 반응표면법과 몬테카를로법 비교

절차

(나) 반응표면 분석법과 몬테카를로법의 비교

MOSAIQUE로부터 얻어낸 200개의 임의추출 입력값 세트를 반응표면에 대입하여 얻

어지는 최대피복재온도와 MARS 코드에 입력하여 계산된 최대피복재온도를 비교해본

결과, 최대 4% 오차 내에서 일치함을 보였다. 이는 5.3 절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동일

한 횟수의 계산을 수행하였을 때, 반응표면 분석법과 몬테카를로법은 비슷한 정도의 정

확성을 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응표면 분석법의 장점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00회

이상의 계산 횟수에서 추가적인 비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수행

될 계획이다.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0

5

10

15

20

25

30

35

40

No
. o

f D
at

a

PCT

 MCM
 RSM

그림 110 반응표면법과 몬테카를로법의 확률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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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반응표면법과 몬테카를로법의 비교

(2)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한 확률밀도함수 도출



아래와 같이 다음의 3차 방정식이 마련되었다.

1306.01 268.47 40.13 19.51 12.14 12.84 5.61 3.99 2.5 1.79 4.92 1.79 7.84
13.88 1.31 2.64 4.67 2.5 1.43 6.44 1.17 1.29 1.49
1.68 1.17 1.56 1.17 2.0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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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5.4.2에서 설명한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5,000 개의 입력값 세

트를 만들어 식에 대입하여 확률밀도함수를 구하였다.

그림 112 입력값 세트 작성 방법

아래의 2개의 그림은 12개 변수 중 최중요 변수인 간극전도도의 분포를 균일분포와

정규분포로 가정한 후 확률밀도 함수를 보여준다.



그림 113 정규분포일 때의 확률밀도

함수

그림 114 균일분포일 때의 확률밀도

함수

분포의 형태가 간극전도도의 분포로 적용한 'empirical distribution'의 형태를 따르는

것으로 보아 향후 보다 더 정확한 간극전도도의 분포를 아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

다.

(3) 입력 횟수에 따른 확률밀도함수 결과 비교

아래의 2개의 그림에서, 반응표면함수식에 5,000 세트의 입력값을 대입하여 구한 확률

밀도함수와 30,000세트의 입력값을 대입하여 구한 확률밀도함수를 비교하였다 (이 계산

에서는 12개 변수를 통해 구한 반응표면 회귀식을 사용하였고, 간극전도도는 정규분포

임을 가정하였다). R
2
값을 통한 유의성 검증 결과, 30,000세트로부터 구한 확률밀도함수

가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5,000 세트로부터 구한 확률밀도함수의 추세선은 평균이 1312K, 표준편차가 130K인

정규분포곡선과, 30,000 세트로부터 구한 확률밀도함수의 추세선은 평균이 1305K, 표준

편차가 145K인 정규분포곡선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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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적 방법론 선정

(2)절로부터 같은 횟수의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반응표면함수식을 이용하여 최대피복

재온도의 확률밀도함수를 구한 결과와 몬테카를로법을 이용하여 MARS 코드 계산을 수

행하여 얻은 확률밀도함수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대피복재

온도의 확률밀도함수를 구함에 있어 반응표면 분석법을 이용하는 경우, 반응표면함수식

을 통해 충분한 수의 입력값을 대입함으로써, 원하는 수준의 신뢰도를 획득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횟수의

MARS 코드 계산을 수행할 때 필요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므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같이 수행 시에 인적, 재정적 자원이 방대하게

요구되는 작업에 적합한 방법론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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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articipant Information

1.2 Analysis Tools

1.2.1 Transient analysis code

The MARS code (MARS-KS version 2.0) was used for the SGTR analysis. The MARS 
code is a realistic multi-dimensional thermal-hydraulic system analysis of light water reactor 
transients. The backbones of MARS code are the RELAP5/MOD3.2.1.2 and the COBRA-TF 
codes of USNRC. The two codes were consolidated into a single code by integrating the 
hydrodynamic solution schemes, and unifying various thermal-hydraulic models, EOS and I/O 
features. The sources of the code were fully restructured using the modular data structure 
and a new dynamic memory allocation scheme of FORTRAN 90. MARS runs on Windows 
platform, and it is currently a popular multi-dimensional thermal-hydraulic tool in use for the 
analyses of reactor transients, experiment facility simulations and various safety research 
purposes. MARS can also be connected, by means of dynamic linkage using DLLs, to other 
codes such as 3D kinetics code MASTER and containment analysis codes, CONTAIN and 
CONTEMPT. TH modeling capability of the MARS is being improved and extended for 
application not only to light and heavy water reactors but also to research reactors and many 
advanced reactor types. The MARS is linked with the graphic system analyzer, ViSA, for a 
user-friendly computing environment. 

Recently, a new multidimensional fluid model has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the 
system analysis module in order to overcome some limitations of COBRA-TF 3D vessel 
module. The multidimensionalmodel is developed for porous media with a similarity of 
RELAP5-3D MULTID component model. However this model adopted not only 3D 
convection term but also diffusion terms in momentum equation, and 3D conduction and 
thermal mixing terms were also implemented to the energy equation. The Prantl’s mixing 
length model was implemented as a simple turbulence model for two phase flow. The new 
multidimensional component, however, was not used in the SGTR analysis.

 



1.2.2 Uncertainty analysis

MOSAIQUE code was used to support the uncertainty analysis for the thermal hydraulic 
calculation developed by KAERI. The key features of MOSAIQUE are as follows:

(1) Assign a distribution to a variable in a computer code input

(2) User interface to assign a variable on the spreadsheet style 

(3) Handles various distributions: MOSAIQUE can handle Normal, Lognormal, Beta, 
Gamma, Uniform, Discrete, Empirical, Functions of other variables. Also, it can 
truncate unwanted tails by assigning  Min/Max

(4) Create samples for variables: Latin Hypercube Sampling (LHS) or traditional random 
sampling can be applied. MOSAIQUE uses LHS as default sampling method.

(5) Generate Computer Code’s Input Files using samples: Create input files for the given 
number of samples

(6) Run computer codes using the created input files on multiple PCs: MOSAIQUE run 
computer codes on multiple PCs/multiple CPUs across the intranet. Currently, 
MOSAQUE can handle several codes such as MARS, RELAP5, MAAP, GAMMA, 
FDS, FLACS and TRACE

(7) Plot graph/PDF from the plot files: MOSAIQUE has its own post processor to 
visualize a result. It can draw a multiple time trend of a parameter in addition to 
PDS.

(8) RS(Response Surface) analysis: MOSAIQUE can perform RS analysis when the 
calculation time of a transient is long not enough to handle large samples of 
calculation and the effect of parameters are almost linear to key parameters.

1.2.3 PSA tool

The CONPAS code was used to modify the original ET of ZION plant. The quantification 
of each accident scenario frequency in the ET was performed using MS Excel program.  



1.3 General Scenario (Initiating Event) and Selected Sequences

1.3.1 Selected PSA Sequences

The scenario selected in this analysis is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of ZION 
plant. As described in NUREG/CR-4550, a SGTR is a release of a primary inventory to a 
secondary system. Initiating event is defined as:

(1) Steam generator tube ruptures from any cause

(2) Any other primary-to-secondary leakage

The original SGTR ET is developed by the following assumptions: 

(1) All success sequences are carried out until hot shutdown or stable long term cooling 
conditions exist. All sequences were terminated at 24 h.

(2) No RCS inventory makeup is required if the RCS integrity is maintained. On the 
other hand, if the RCS integrity is not maintained, failure of the RCS makeup will 
lead to core damage.

The ET of SGTR accident in ZION plant needs to be revised to apply the SMAP (Safety 
Margin Action Plan) methodology. The original ET was built based on the large ET and 
small fault tree (FT) method. This means that the supporting systems are described in an ET 
in addition to the front line system/function. Then, the fault trees are developed for each 
systems/function which is describedin an ET in terms of its heading and branches. 

When performing Zion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NUREG/CR-4550), the fault trees 
for a relevant system were not developed instead a previous result (ZPSS) was used with 
minor changes or re-quantification. Since we cannot acquire system fault tree for Zionplant, 
we did not develop a new SGTR event tree based on a small ET and large FT method 
which is widely used in a modern PSA. Instead, we modified the original Zion SGTR ET 
by binning similar event scenarios which have a similar thermal-hydraulic plant behavior.

1.3.2 Modifications of the event tree or sequence models

The safety margin in this approach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core damage 
frequency. However, the SGTR ET of Zion plant was described for the plantdamage state 
(PDS) which includes 242 event scenarios. Figure 1 shows the ET structure which was 
integrated from the partitioned ET (see NUREG/CR-4550, p4-56 ~ p4-57e).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se event scenarios with respect to the core damage frequency, the systems 
which are independent of mitigating/influencing the core damage but are relevant to the 
containment configuration should be identified. From the descriptions of SGTR in 
NUREG/CR-4550, it seems that containment fan cooler and containment spray system have 



no influence on the accident mitigation in terms of core damage prevention. So, we 
eliminated the headings corresponding to containment fan cooler and containment spray 
system. Figure 2. shows the resulting ET which have 72 event scenarios. 

Each event scenario frequency is shown in Table 1. The event scenario frequency was 
calculated using the data given in NUREG/CR-4550 (See NUREG/CR-4550, p4-61 ~ p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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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GTR event tree for Zion plant in NUREG/CR-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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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ified SGTR ET for Zion plant  to estimate core damage frequency



Seq. No. Frequency Seq. No. Frequency Seq. No. Frequency
1 0.009997 31 3.07E-14 61 1.15E-18
2 4.08E-10 32 4.59E-13 62 1.72E-17
3 5.17E-08 33 3.4E-07 63 3.83E-17
4 3.84E-14 34 1.02E-09 64 1.37E-17
5 7.72E-09 35 7.85E-11 65 5.25E-19
6 1.4E-07 36 1.76E-12 66 7.84E-18
7 6.56E-11 37 1.78E-13 67 1.04E-16
8 1.04E-13 38 4.66E-16 68 3.69E-17
9 2.09E-08 39 2.89E-13 69 1.42E-18

10 5.17E-08 40 4.76E-12 70 2.12E-17
11 1.5E-14 41 4.8E-13 71 1.3E-06
12 7.72E-09 42 1.26E-15 72 1.8E-06
13 1.4E-07 43 7.83E-13
14 9.52E-11 44 1.76E-12
15 4.06E-14 45 6.27E-13
16 2.09E-08 46 5.73E-16
17 2.18E-07 47 3.56E-13
18 2.2E-09 48 4.75E-12
19 1.13E-12 49 1.7E-12
20 1.14E-14 50 1.55E-15
21 1.7E-13 51 9.64E-13
22 3.04E-12 52 7.4E-12
23 1.43E-15 53 2.21E-14
24 3.07E-14 54 7.5E-14
25 4.59E-13 55 3.83E-17
26 1.13E-12 56 3.87E-18
27 1.14E-14 57 4.26E-19
28 1.7E-13 58 6.37E-18
29 3.04E-12 59 1.04E-16
30 2.07E-15 60 1.05E-17

Table 1. Event scenario frequencies for Zion plant to estimate core damage frequency

The ET in figure 2 includes many event scenarios which are exclusive from other event 
scenario but have similar thermal-hydraulic plant behaviors. For example, the event scenario 
including failure of component cooling or service water invokes a seal LOCA equivalently 
(see figure 2). Such event scenarios need to be combined to a single event scenario in order 
to reduce T/H calculation resources. 



Figure 3 shows a modified ET where the event scenario including a CC or SW was 
integrated to a single heading. Resulting SGTR ET has 42 event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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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GTR ET where failure by CC and SW is integrated

 

The event scenarios in an ET are exclusive from each other since the ET is a kind of 
binary decision diagram (BDD). If the event scenario is exclusive from each other, the 
probability of sumevents in the sense of Boolean can be done by summing the probability 
of each event.

The final event scenario frequencies in SGTR ET are given in table 2. If a tolerance limit 
of 1.e-7 is applied, there are six event scenarios which can apply SMAP methodology. The 



S e q . 

No.
Frequency

S e q . 

No.
Frequency

1 0.009997197 22 3.51647E-12
2 4.0831E-10 23 8.04687E-13
3 1.03376E-07 24 1.03831E-15
4 5.3447E-14 25 6.45846E-13
5 1.5447E-08 26 9.5075E-12
6 2.79338E-07 27 2.17563E-12
7 1.60806E-10 28 2.80729E-15
8 1.44505E-13 29 1.74618E-12
9 4.17642E-08 30 7.40315E-12
10 2.17744E-07 31 2.21306E-14
11 2.19943E-09 32 7.50028E-14
12 2.25158E-12 33 7.66085E-17
13 2.27433E-14 34 1.7531E-17
14 3.39842E-13 35 9.50904E-19
15 6.08412E-12 36 1.42089E-17
16 3.50253E-15 37 2.07127E-16
17 6.14911E-14 38 4.73987E-17
18 9.18832E-13 39 2.57096E-18
19 3.3982E-07 40 3.84167E-17
20 1.01581E-09 41 1.29977E-06
21 7.85093E-11 42 1.8E-06

ATWS sequence at 42 has frequencies of 1.8E-6 which is larger than tolerance limit but it 
is expected to be treated in the ATWS ET quantification.

Table 2. Degenerated event scenario frequencies for Zion plantto estimate core damage 
frequency

The modified event scenarios in figure 3 should be investigated using the cutoff value of 
1E-7 whether the T/H analysis should be done or not. If an event scenario is obvious 
success or fatal failure, it can be treated as they have no conditional failure probability. 
Here, we define the obvious success as an event scenario in which it has no core uncover 
or heat-up process during their event progression such as normal plant shutdown process. In 
a similar manner, we define the fatal failure as an event scenario in which it has an 
ultimate failure of mitigating function such as loss of recirculation or loss of make-up 
function.

The selected event scenarios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mitigating system/function



(1) #1: /K3*/DS*/L1*/SS*/SW-CC*/FB(makeup)

 This scenario is similar to the normal shutdown process except a makeup by high 
pressure injection system. Although there can be a time delay in the "RCS depressurization 
and stabil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can be no core uncover or heat-up since 
immediate make-up by safety injection actuation signal is generated and the high pressure 
injection starts by this signal.

(2 ) #3 : /K3*/DS*/L1*/SS*SW-CC/SL*/RE*/FB

 This scenario is similar to #1 except the temporary failure of service water (SW) or 
component cooling (CC). The failure of CC or SW is recovered after an undefined time 
delay (there is no information for the recover time of CC or SW in NUREG/CR-4550). If 
this function is failed, the HPI is delay until operator completes repairs of these systems. 
Since the "/DS"also has time delay, a core uncover or heat-up can occur if the recover time 
is sufficiently long enough.

(3) #6 : /K3*/DS*/L1*/SS*SW-CC*SL*/RE*/FB*/R3

 This scenario is identical to #3 except an occurring of seal LOCA. If a seal LOCA 
occur in addition to SGTR, the core uncover time will be accelerated. So, this scenario can 
have core heat-up or uncover process in its accident progression

(4) #10 : /K3*/DS*/L1*SS*/SW-CC/FB(make-up)

 This scenario is identical to #1 except that the safety injection is actuated by operator. 
Since operator actuates the SI, there can be a significant time delay. So, core-uncovery or 
heat-up can occur.

(5) #19 : /K3*/DS*L1*/SS*/SW-CC*/FB*/R3

This sequence is similar to #1 except that the RCS cooling by S/G has been failed. 
Although L1 is failed, HPI is immediately accomplished since automatic SI signal has been 
generated. This scenario requires bleed operation by operator because of the loss of 
secondary cooling. If operator fails to open pressure relief valve, interfacing LOCA can 
occur. However, if operator succeeds bleed opera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is no core 
heat-up or uncover.

(6) #41 : /K3*DS

This scenario is composed of a success of reactor trip and an operator’failure to initiate 
RCS depressurization and stabilization. It seems that the Zion ET developer assumes an 
interfacing LOCA when a RCS depressurization and stabilization fails. The inventory of the 
RCS is continuously drained to the S/G since the RCS pressure is higher than the secondary 
side. The drained inventory is not recoverable since the path is out of containment. 
Assuming such interfacing LOCA condition, this scenario is fatal failure. If this scenario is 
needed to quantify by SMAP methodology, further scenario development is required.



As a result, the scenarios of #3, #6, and #10 can be the final test examples of SMAP 
methodology. The scenario, #42 is an ATWS sequence which is assessed in the ATWS ET.

Detailed descriptions about the systems/functions involved in above scenariosare follows:

- Reactor trip (K3) : Since a reactivity feedback effect is not significant in the SGTR 
event, it is expected that further system specification is not needed if the reactor has been 
successfully tripped

- RCS depressurization and stabilization (DS): this is an operator action and usuallyneed 
an allowable operation time. This allowable time is important in progressing the next 
system/function operation in addition to the state of the core. Also, the contents of operator 
action are not known. We expect that there is an RCS depressurization limit specified in a 
TS (technical specification)

- Cooling by using S/G (L1) : no further specification

- Safety Injection actuation (SS): The automatic actuation time is expected to be described 
in the input made by BEMUSE project. However, the accident scenario needs a manual 
operation of SI in some case (#10).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accident progression, 
allowable operator action time for SI is needed.

- Service water/ component cooling: These systems will be failed during running since 
they are normally operated at power condition of the plant. So, information for failure time 
in needed

- Recovery of CC and SW: this is also an operator action. The recovery time is important 
in accident progression

- Seal LOCA (SL) : information for the break flow rate and timing

- Feed and bleed (FB): no further specification. We expect that the information for HPI is 
sufficiently described in the input made by BEMUSE project

- Recirculation Cooling (R3): no further specification 

1.4 Base Cases for Nominal and Uprated Power

1.4.1 Nodalization (transient / thermal-hydraulic model)

Figure 4 shows the MARS input model for the Zion SGTR analysis. The input model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the BEMUSE LBLOCA analysis. It was modified for the SGTR 
analysis, of which modifications are marked "red dotted circles" in Fig. 4 a common steam 
line was additionally modeled and double-ended guillotine breaks of a U-tube in the loop 2 
were modeled. The resulting input model consists of 296 volumes and 368 junctions. 



 The fuelrods were divided into 5 separate groups; (i) 64 peripheral zone fuel assemblies 
(FAs), (ii) 64 average zone FAs, (iii) 64 hot zone FAs, (iv) 1 hot FA, and (1) the hottest 
rod in the hot FA. Other heat structure, such as the reactor vessel wall and internals, and 
the steam generator U-tubes were modeled. However, the primary-side pipings and the steam 
generator vessel wall and internals, and the steam lines were not included in the heat 
structure models.

Fig. 4. The MARS input model for the Zion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analysis.

1.4.2 Boundary conditions

The boundary conditions thatare relevant to the steady-state conditions are listed in Table 
4. Other boundary conditions are summarized below.

The transient scenarios #3, #6 and #10 to be simulated have somewhat long time 
characteristics and, thus, the core power behavior before the reactor trip has almost 
negligible effects on the peak clad temperature during the transients. Therefore, a constant 
power was used before the reactor trip and the decay heat was given as a function of time. 
Table 3show the total power behavior after reactor trip. This was originally used for the 
BEMUSE LBLOCA analysis. 



Time 

(s)
Normalized power

Time 

(s)
Normalized power

0.0 1.0000 10 0.0740
0.1 1.0000 20 0.0597
0.3 0.9884 40 0.0482
0.5 0.8640 60 0.0424
1.0 0.3429 100 0.0361
2.0 0.1186 200 0.0305
4.0 0.0986 400 0.0265
8.0 0.0794 600 0.0243

The atmospheric dump valve (ADV) was designed to cool down the plant at the rate of 
~55 oC/hour. When a valve component is used to simulate the ADV, the valve area should 
be regulated as a function of the steam pressure to maintaina constant cooldown rate. In this 
analysis, a simple approach was adopted, that is, a time-dependent junction was implemented, 
instead of a valve, in the steam line of Loop 1 through which a constant steam flow rate is 
kept upon the request. 

The auxiliary feedwater is injected into the steam generator of Loop 1 only when the 
steam generator water level is lower than the hi-hi level set point after the reactor trip. The 
mass flow rate was kept constant at 37.2 kg/s. For the high-pressure safety injection system, 
the input model in the BEMUSE LBLOCA analysis was used.

Table 3. Total powerbehavior after the reactor trip



Parameter Unit 100% 110%

Primary side:

Power [MWth] 3250 3575

Pressurizer pressure [MPa] 15.51 15.51

Cold leg temperature [K] 550.5 550.9

Hot leg temperature [K] 584.3 587.8

Core flow rate [kg/s] 17672 17644

Describe axial power 

distribution 

Top-skewed

SB-LOCA axial 

power shape

Top-skewed

SB-LOCA axial 

power shape

Radial power distribution 

(power levels for different 

fuel pins represented in the 

model)

[kW/m] As specified As specified 

Secondary side:

Steam Generator pressure [MPa] 4.83 4.83

Steam Generator level % NR level 50 49.9 %

Steam Generator inventory [t] 38.3 37.1

Secondary side feedwater 

flow rate
[kg/s] 440.2 490.8

Secondary side feedwater 

temperature
[K] 493.5 499.5

1.4.3 Steady state results

Table 4. Steady-state results( key parameters for 100% and 110% conditions)



Trip or control system Set point, etc.

Reactor trip*: pressurizer low 
pressure trip

Pressurizer pressure 13.5 MPa

Turbine trip Upon the reactor trip signal

Safety injection (SI) signal** Pressurizer pressure 12.5 MPa

MSIV Isolation Upon SI signal

Main feedwater  isolation
Upon the reactor trip and Lo Tavg, SI signal, or 

SG Hi-Hi level signal.

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The SG level is lower than SG Hi-Hi level 

setpoint after the reactor trip

ADV Manually controlled

1.4.4 Transient results

Before the calculations of Sequences #3, #6 and #10, three bounding scenarios for 
Sequence #3 at the nominal power were calculated first to understand the transient system 
responses of the Zion plant. These include: 

(1) Dump control (No-load Tavg control) with HPSI 
   (2) Dump control (No-load Tavg control) withoutHPSI 
   (3) No dump control without HPSI 
The results of above calculations for Sequence #3 are presented in Figures 5 through 7, 

respectively. Each figure shows 12 X-Y plots, where X-axis indicates the time (0 ~ 50,000 
seconds). Figures 5 and 6 clearly show that, if the dump control works, the plant reaches a 
safe equilibrium state even without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HPSI). However, without 
the HPSI and without the dump control, the reactor core is uncovered and, finally, the clad 
temperature reaches 1477 K at 29,627 seconds, which is regarded as core failure.This result 
implies that, without the HPSI and the dump cooling, the core can sustain safe for about 
28,000 second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f the HPSI is recovered in this period, 
the plant can be safe.

As described in Section 1.5.1, the HPSI failure (CCW/SW) time has a uniform 
distribution [0 ~ 24 hr] and the HPSI recovery time has a lognormal distribution [(mean, 
EF) = (10800,3)]. Thus it can be expected that the core failure (PCT > 1477 K) will not 
occur for Sequences #3 and #10. In this regard, only the results of the base cases for 
nominal and uprated power for Sequence #6 are presented below.

Table 5. The trip and control system for the SGTR analysis



*Shutdown rods begin to drop with 2 seconds time delay at the reactor trip signal 
**SI on with 7 seconds delay

Fig. 5. The results of Sequence #3: Dump control (No-load Tavg control) with HPSI.



Fig. 6. The results of Sequence #3: Dump control (No-load Tavg control) without HPSI.

Fig. 7. The results of Sequence #3: No dump control (No-load Tavg control) without HPSI.

In Sequence #6, the seal LOCA at the RCPs is assumed, which results in additional 
primary-side inventory loss. Other conditions are the same with those of Sequence #3. Base 
cases for the nominal and the uprated power were simulated, where the uncertainty 
parameters were chosen as:

(1) HPSI failure at 1800 s,
(2) HPSI recovery at 10800 s,
(3) Seal LOCA at 2580 s (HPSI failure time+ 780 s),
(4)  Maximum break size of seal LOCA (0.002656 m2).      

For other uncertainty parameters, mean values were used. For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the calculation was stopped if one of the followings is satisfied:

(1) Time elapsed 1 hour after the HPSI recovery (clearly safe),
(2)  PCT exceeded 1477 K (core damage occurred),
(3) The cold leg temperature is lower than 450 K (RHR entry condition, clearly safe).

Figures 8 through 11 show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s for the nominal and the 
uprated cases. Figure 8depicts the transient behaviors of the HPSI and total break flows (i.e., 
SGTR+Seal LOCA flow). The two cases do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pressurizer and S/G pressure behaviors are shown in Fig. 9. Depressurization process is a 
little slow in the uprated case. Figure 10shows the core collapsed water level behavior. At 
10800 s, the HPSI is recovered, increasing the collapsed water level, which prevent the core 



from being damaged. After the HPSI recovery, the core is cooldown in a stable way and 
the calculation was terminated when the cold leg temperature becomes lower than 45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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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sof Sequence #6: HPSI and total break flows (SGTR+Seal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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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results of Sequence #6: Collapsed core wat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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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results of Sequence #6: The core inlet water temperature and the PCT.

1.5 Specification of Uncertainty Analysis

1.5.1 Uncertainty parameters

As for uncertainty parameters, it was assumed that the model uncertainty parameters 
(code related parameter) can be acquired from the BEMUSE project and other general SGTR 
PIRT information. Among the model parameters, the S/G heat transfer coefficient and the 
discharge coefficient of broken S/G tube was selected as the major parameters. 



The success criteria of mitigating systems in the SGTR ET heading were identically used 
in the T/H calculation. When most of mitigating systems operate initially, all trains of the 
system would be actuated and this is the most probable such as HPI, LPI, and Aux. feed 
water. On the other hand, when mitigating system was recovered, the actuation of minimum 
trainof the system is most probable. Furthermore, there is little effect of the capacity of the 
mitigating system in the SGTR event which is not the case of LBLOCA. For 
depressurization of RCS, one ADS has sufficient capacity.

The expected plant specific uncertainty parameters in each accident scenario are follows

- Sequence #3

n Reactor trip time (automatic)

n Initiation time and cooling rate of DS

n Aux. feed initiation time and flow rate

n Failure time of CC or SW

n Recovery time of CC or SW

n Flow rate of HPI pump

- Sequence #6

n Reactor trip time (automatic)

n Initiation time and cooling rate of DS

n Aux. feed initiation time and flow rate

n Failure time of CC or SW

n Recovery time of CC or SW

n Flow rate of HPI pump

n Seal LOCA occurrence time and break flow rate

- 

Sequence #10

n Reactor trip time (automatic)



n Initiation time and cooling rate of DS

n Aux. feed initiation time and flow rate

n Operator action time for SI

n Flow rate of HPI pump

Detailed explanation about various uncertainty parameters are given below.

- Reactor Trip

After the SGTR, the reactor will be tripped by the signals of pressurizer low pressure or 
S/G high water level in the broken loop. According to the ZION FSAR, the trip has 2 
seconds delay. Although the uncertainty in trip time is considered,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 of trip time is very trivial. The present analysis did not consider the uncertainty in 
trip time. Instead, point value was used in the analysis. The point value is as follows:

Trip time = first reactor trip signal + delay time described in ZION FSAR

- Stabilization and depressurization of RCS

The stabilization and depressurization of the RCS is an operator action. This function can 
be performed using pressurizer spray or the S/G. The depressurization by PZR is usually not 
used in the normal depressurization process. The present analysis assumes that the operator 
would perform this function using the S/G. The stabilization and depressurization of the RCS 
may have two parameters as follows: 

(1) The start of depressurization

(2) Depressurization rate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he operator available time for the depressurization in 
ZION PSA model. To estimate the operator action time, we used human error probability 
(HEP) model of KORI unit 3&4 in Korea since the KORI and ZION are similar 
Westinghouse plant. 

   The HEP model of KORI unit 3&4 assumes that there is 7.5 hours of available 
operator action time in the SGTR event. The HEP value of KORI records 9.14E-4 while 
ZION used 1.3E-4. Since the HEP of ZIONis smaller than KORI, we used 7.5 hours as 
operator available action time. Generally, most of operator action needs 30 minutes as the 
diagnosis and the commissionof a function. So, we assumed the operator action time for 
depressurization of the RCS would have uniform distribution with lower bound of 0.5 hours 
and upper bound of 7.5 hours.



   For the depressurization rate of the RCS, most of NPPslimit this value to prevent the 
RCS from a thermal shock. We assumed that the depressurization rate of the RCS is trivial 
to the accident progression. Therefore, a point value of 50 oC/hr was used in the simulation.

- AFW start time and flow rate 

The AFW of ZION is supplied by 2 motor driven pumps or 1 turbine driven pump. The 
design flow rate of the motor driven pump and turbine driven pump is 495 gpm and 990 
gpm respectively. We assumed thatthe AFW starting time and the flow rate would not affect 
the accident progression. So, a point value of nominal design value was used in the 
simulation. However, since the success criterion of this function is a success of 1 motor 
driven pump and 1 S/G at least, we used minimum requirement of 1 S/G.

- The failure time of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CCWS) or service water system 
(SWS) 

If the CCWS or SWS is failed, the HPI and LPI cannot be operated because of their 
loss of pump cooling. Also, a seal LOCA may occur due to the loss of cooling in the 
reactor coolant pump seal. In the present analysis, we assumed that the HPI and LPI 
immediately lose their function if CCWS or SWS is failed. CCWS and SWS are normally 
operating system at full power condition. Assuming these systems as super component 
because of unknown detailed structure, they may have one failure mode, that is, failure to 
run. The failure probability of CCWS and SWS in ZION plant was given as 2.20E-5 for the 
mission time of 24 hours. If thesefailure probability and mission time is considered, the 
failure rate of these system is given as follows.

717.924/52.2 -=-= EEl

As a distribution of the failure rate, lognormal distribution is commonly used. However, 
since the failure rate is so small, the distribution of the failure rate was approximated as 
uniform distribution for 24 hours.

- Recovery time of CCWS and SWS

The recovery time of CCWS and SWS assumed to be lognormal distribution with 15 
minutes and 60 minutes as 5% and 95% cumulative probability respectively. HPI recovery 
was assumed to be done immediately after the recovery of CCWS and SWS since it was 
not known about the operator’s procedure for HPI recovery after CCWS and SWS recovery. 

- HPI flow rate

The effect of HPI flow was assumed to be trivial to the accident progression. A point 
value of design flow rate with a success of 1 loop was used in the simulation.

- Starting time of Seal LOCA and discharge flow

Seal LOCA was modeled by WOG 2000 model.



Parameter Distribution Range(second)

HPI failure time Uniform (lower=0, upper=43,200)

HPI recovery Lognormal (mean=10800, EF=3)

Depressurization 

time
Uniform (lower=1800, upper=27,000)

Seal LOCA size Discrete See WOG 2000 model

Normal power Normal (Mean=1.0, SD=0.01)

S/G heat Tran. 

Coeff.
Normal (Mean=1.0, SD=0.065)

Discharge Coeff. Uniform (Lower=0.85, Upper=1.15)

- The manual reactor trip 

The manualtrip is an operator action. The available operator action time was assumed to 
be 1 hour since we cannot obtain the basis in the ZION PSA model. As the failure 
probability, ZION PSA model used a value of 1.0E-2. The success criterion of this function 
is defined as a success of manual trip in 1 hour. As in the case of the RCS 
depressurization, the minimum operator action time is given as 30 minutes.

Table 6 shows the whole parameters which were used in the uncertainty analysis. 7 
parameters were used in the analysis including 3 model parameters. Absolute HPI recovery 
time is a function of HPI failure time. That is, Absolute HPI recovery time is the sum of 
HPI failure time and relative HPI recovery time. WOG 2000 assumesthat the seal LOCA 
occur 13 minutes after the CCWS and SWS failure. Therefore, Seal LOCA occur 13 minutes 
after HPI failure. 

Table 6. Selected parameters for uncertainty analysis

1.5.2 Electric power recovery model (if applicable)

Not applicable in the SGTR scenarios



Senario
Exceedance frequency

100% power 110% power
#3 0 0
#6 3.33E-3 3.33E-3

#10 0 0

1.5.3 Modeling (distribution) of operator actions (if applicable)

 See section 1.5.1

1.5.4 Other aleatory distributions (if applicable)

1.5.5 Sampling
Through the whole processes from the assignment of parameter distribution to post 

processing, we used MOSAIQUE code. Since the power up-rate of 10% may be trivial 
among other parameters affecting accident progression, we used 300 runs of sampling for 
sequences #3 and #6 and 100 runs of sampling for sequence #10, respectively. As the 
sampling method, we used LHS(Latin Hypercube Sampling) method in all accident scenarios.

1.6 Evaluation of Exceedance Frequency (Results)

1.6.1 Shift of Exceedance Frequency for the analysed scenarios due to power uprate

· Table with shift of the PCT distribution for the analysed scenarios 

- Conditional probability of exceedance 

- In case of no exceedance: Shift of cumulative probability density 
distribution (as JNES did) 

· Ideally: Provide short discussion to assess the plausibility of your results 

· Discuss outliers and other "interesting" features of results

As an overall conclusion, the exceedance frequency of the SGTR events of #3 and #10 
was not identified in this analysis. That is, there was no failure case in the sampling 
calculation. In case of scenario #6, there was one sample of core damaged calculation from 
the 300 samples. These overall results for exceedance frequency are summarized in table 7. 
The details of each sequence are explained as below.

Table 7. Overall results for exceedance frequency



- Scenario #3

Figures 12 and 13 show the sampling calculation resultsat 100% and 110% power 
respectively. As shown in the figures, there is no heat up case both in 100% and 110% 
power.  Since the RCS inventory loss to the secondary side is small compared with other 
LOCA case and the loss rate decreases according to the gradual pressure balance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side, there is no core uncover in spite of temporal HPI failure due to 
CCWS or SWS failure.

Fig. 12.  Sampling calculation result for scenario #3 at 100% power



Fig. 13.  Sampling calculation result for scenario #3 at 110% power

- Scenario #6

In case of scenario #6, there was one core damage calculation in both 100% and 110 
percent power. Since the same sampling inputs were used, the core damage occurred in the 
same case. Figures 14 and 15show the calculation results. Although there is no changes in 
terms of conditional core damage frequency in both case, the overall cladding temperature 
was increased in 110% power. Figures 16 and 17show the PDF at 100% and 110% power. 
As shown in the figure, there is little shift of PCT in the 110% cases  

Fig. 14. Sampling calculation results for scenario #6 at 100% power



Fig. 15. Sampling calculation results for scenario #6 at 110%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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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DF of Scenario #6 at 100%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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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PDF of Scenario #6 at 110% power

- Scenario #10

Figures 18 and 19 show the sampling calculation results at 100% and 110% power 
respectively. As shown in the figures, there exists no heat up for both of 100% and 110% 
power cases. This is because any practical failure of safety injection does not occur except 
safety injection delay. This result is also compatible with that of the previous bounding 
calculation case with dump control and without HPSI. As one can see in the figures, RCS 
is easily cooled down at both of 100% and 110% cases. The only difference is that at 
110% power, the cool-down rate is little bit lower than 100% power case. Table 8 shows 
the shift of average PCT in all scenarios. 

Fig. 18. Sampling calculation results for scenario #10 at 100% power



Scenario
Average PCT(K)

100% power 110% power
#3 - (no heatup) - (no heatup)
#6 627.55 632.6

#10 - (no heatup) - (no heatup)

Fig. 19. Sampling calculation results for scenario #10 at 110% power

Table 8. PCT shift at uprated power

- Parameter importance

Seven parameters have been used for the uncertainty analysis of SGTR event tree. 
The figure 20 and 21 shows the Pearson and Slope estimator of the parameters. As 
expected, the size of seal LOCA and the HPI recoverytime are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to the PCT. Unexpectedly, the HPI failure time has the negative value as 
shown in the figures. The reason for the negative parameter importance is guessed 
that the HPI failure is the start of the transient in this scenario and the RCS is 
cooled down and the decay heat is decreased as the accident progress. So, if the 
HPI is failed at the later part of the whole transient, the accident will be less severe 
than those that failed at the former part of the whole transient



HPI_fail HPI_rec ADV_cool Break_Cd Power SGHTA Seal

-0.15

-0.10

-0.05

0.00

0.05

0.10

0.15

 

 

Pe
ar

so
n

Parameter

Fig. 20. Pearson estimator for the selected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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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Normalized slope for the selected parameter

1.6.2 Aggregation of results for the calculated scenarios

Table 9 shows the overall aggregation result for the SGRT event tree. Scenario 3 and 10 
have no CCDP value since there is no failure case. Therefore, they have no CCDF value as 
a result. In case of scenario #6, it has a same CCDP value at 100% and 110% power of 
the reactor. So, there is no change of safety margin in term of CDF at 100% and 110% 
power. 



100% power 110% power
Scenario 

frequency
CCDP CCDF

Scenario 

frequency
CCDP CCDF

Scnario #3 1.034E-7 0 0 1.034E-7 0 0
Scenario 

#6
2.793E-7 3.33E-3 9.30E-10 2.793E-7 3.33E-3 9.30E-10

Scenario 

#10#10
2.18E-7 0 0 2.18E-7 0 0

Total CDF 

Table 9. Summary for SGTR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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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

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전범위 PSA 통합 자동 정량화 시스템 48 100

외부사건

1단계 PSA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화재 PSA 자동 생성 방법론 및 프로그램
IPRO-ZONE, AIMS-ZONE 개발

- OPR-1000의 선별/상세 분석용 화재 PSA 모델:
423개 화재구역별 정보 및 6800여개의 기본사건

- 결정수목이용 지진 예비 PSA 모델 개발

- 전사방식(mapping)을 이용한 침수 PSA자동화
방법

- 최신 침수빈도 평가방법(EPRI)를 이용한 30건의
빈도 평가

- 침수 PSA 선별/상세 PSA 모델

- 침수 PSA용 IPRO-ZONE 개발

- 침수 PSA용 AIMS-ZONE 개발

- 지진 PSA 자동화 연계모듈 AIMS-ZONE 설계

- IPRO-SEIS, AIM-PSA 설계

- 재순환 신호에 대한 회로 오동작 FMEA

- 화재 동시 및 다중전파 알고리즘 개발

- 3차년도 현재 통합 PSA 분석 시스템, OCEANS
70%이상 개발

- 화재 정보의 구조화
및 DB화

- 선별/상세 화재 PSA
분석

- 화재 정량화 관련
1개의 특허 및 2편의
SCI 논문

- 지진 PSA
선진국(일본)과의 비교
분석

- 침수 PSA 자동화
방법

- 침수배관 빈도평가
- OPR-1000
선별/상세침수 PSA
분석

- 지진 PSA 자동화
연계모듈
AIMS-ZONE 설계

- 재순환 신호에 대한
회로 오동작 FMEA

- 화재 동시 및
다중전파 방정식 및
알고리즘 특허 준비중

- OCEANS 각
프로그램 모듈
프로그램 등록 중

정지저출력

1단계 PSA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계통 고장수목 배열 변경용 Condition gate 개념
개발

- 예비 OPR-1000 정지저출력 PSA 모델 개발

- 정지저출력 PSA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ASPIRIN
시범 개발 중

-배열변경적용을
위한고장수목
conditioning 방법

- SCI 논문 1편
- 예비 정지저출력
PSA 분석

- 정지저출력 PSA
자동화 방법 및 PSA
프로그램, ASPIRIN
알고리즘

2/3단계 PSA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2단계 PSA 와 3단계 분석코드, MACCS 코드와의
연계 방식 개발

- 2/3 PSA 통합용 예비 연계 프로그램 작성

- 2/3단계 PSA 연계
방법 검증

- 2/3단계 PSA 연계
프로그램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

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2/3단계 PSA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 AIMS-PSA의 3단계
PSA용 모듈

○ 성능 평가 방법 및 모델 개발 11 100

성능 평가

모델 구축

- 국내 488건의 불시 정지 이력 원인별 분석 및
주요계통 선정

- 9가지의 국내외 불시정지 모델 개발 방식 장단점
분석

- 기기냉각계통에 대한 발전리스크 시범 모델

- OPR-1000 주급수/복수 계통에 대한 시범
불시정지 모델 개발

- 불시정지모델의 상위로직 개발
- 25개의 이차계통 분석대상 계통 중 13개의

분석대상 선정

- 정비규정의 성능감시 방법과 연계한 종합
성능감시 방안 고안

- 13개 계통의 원전 2차계통 불시정지 고장수목

- 불시정지 모델방법
- 발전리스크 시범분석
- 주급수/복수 계통에
대한 고장수목

- 이차계통 불시정지
영향 파악

- 정비규정과 융합된
종합 성능 감시 체계

- 2차계통 불시정지
정량적 원인 분석

○ 리스크/성능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23 100

리스크/성능

신뢰도 자료

개발

- 160개의 주급수/복수계통 주요 기기에 대한
490건의 보수이력 분석(KRDB 개정)

- OPDE: 7건의 국내배관 손상자료 수집/분석 및
3611건의 배관손상 DB 취득

- ICDE: 400여건의 CCF 자료 취득
- 주요 불시정지 FT의 신뢰도 통 신뢰도 DB 생산

- CCF calculator 개발

- 불시정지 모델의
신뢰도 DB

-ICDE 및 OPDE 자료
통계 분석

- 불시정지 고장수목의
신뢰도 DB

- 국제공동연구 자료
취득

- 불시정지 고장수목의
신뢰도 자료

- ICDE DB를 이용한
CCF calculator
프로그램 등록 중

리스크/성능

연계

∙리스크 유발 성능 요소 정의
- 10개의 리스크정보활용별 성능요소 파악

- 5개의 리스크/성능 평가요소별 평가척도 및
적용분야 연계 분석

- 리스크정보활용별
성능평가 인자 목록

- 리스크 성능 연계
방법

리스크/성능

통합 평가 모델

- 고장수목 통합 방식, Initiator /Enabler(KAERI)
방식 고안

- MFW 계통 FT를 리스크 모델에 통합화

- Initiator/Enabler
방식의 고장수목

-MFW계통의 초기사건
FT를 적용한 PSA
모델

리스크/성능

통합 정보 활용

방법론

- 성능척도 분석 프로그램 ITARIA 개발 중
- 가동중 검사 및 ASP에 대한 ITARIA 시범적용

- 성능척도 분석
프로그램, ITARIA

- 가동중 검사 및
ASP에 대한 성능척도
분석

○ 차세대 리스크 평가기술 18 100

PSA 성공

기준 도출을

위한 최적

- CSAU, GRS, UIP 및 SMAP의 최적열수력 분석
비교 평가

- KAERI PSA 최적 열수력 분석체계 구축

-PSA 적용을 위한
최적열수력 분석방법

- MOSAIQUE
알고리즘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

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열수력 분석

방법

조사/개선안

도출

- 최적 열수력 분석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PSA 성공

기준 도출을

위한 최적

열수력 분석

방법 정립

- ATWS, LBLOCA의 방법론 검증을 위한
예비평가

- 열수력 분석 자동화 프로그램, MOSAIQUE
개발

- ATWS, LBLOCA에
대한 사건 시나리오
확률 분석

- MOSAIQUE 개발
- 2건의 특허출원

최적열수력

분석 활용

리스크 평가

기술 구축

- OPR-1000의 PSA 사고시나리오 SBLOCA
사건수목 불확실성 정량화

- 반응도 표면을 이용한 미국 ZION SGTR
사고시나리오 불확실성 분석

- SBLOCA 사건수목의
불확실성 분석

- MOSAIQUE의 반응
표면 분석법 개발

차세대 PSA

정량화 방법

개발

- 희소사건 근사 개선 방법론 개발 및 전산코드
FTREX 1.4 개선

- 희소사건 근사
방식의 개선된FTREX
1.4

총계5) 100 100



제 2 절 관련분야 기술발전 기여도

그 동안 국내의 PSA 및 리스크정보활용 연구는 주로 원자력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기

술을 국내 원전에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제3차 중장기의 본 과제에서

개발하려는 기술은 리스크/정보 활용 분야에 있어 제기 되어온 몇 가지 문제(종합성, 객

관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술로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에도 매우 큰 과

학 기술적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PSA 통합 분석 기술은 기존의 복잡한 PSA절차를 대폭 간소화하

여 PSA 수행의 일관성과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향상 시켰다.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한

PSA 통합 분석 기술은 신형원자로를 위한 리스크/성능정보활용 설계를 위한 모델 개발

및 전산체제 구축에 쉽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신형로의 설계의 중요한 의사결정 지

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통합 분석 시스템, OCEANS는 각 세부 모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었다. 현재, OCEANS의 주 프로그램인 AIMS-PSA는 현

대화 과정을 통해 원자력 관련 여러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의

산업에서도 신뢰도 분석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화재, 침수, 지진 등의 자동화 프로그램인 IPRO-ZONE, IPRO-SEIS 및

AIMS-ZONE 등은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외부사건 분야의 리스크 평가 및 종합

리스크 평가의 주요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특히, 최적 사고경위 평가 방법론 개발을 통해 개발된 MOSAIQUE 프로그램은 기존

안전해석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할 때의 난제였던 계산시간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학계

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0년에는 원자력 기술종주국인 미국의

NRC와 수출에 합의한 바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의 조선 분야에서도 화재/폭발 리스크

평가를 위해 기술 실시 및 공동연구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조선산업 뿐만 아니라 신뢰

도 평가를 많이 수행하는 대형 장치산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전범위 PSA 통합 자동 정량화 시스템은 지금까지의 PSA 수행 방법론 및 체계를 획

기적으로 개선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법론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스템으로서 규제

기관과 산업체의 PSA 분석 능력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기존에 수일 이상 소요되던 PSA 정량화를 수분-수십분 이내에 가능하게 하며, 모든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여 PSA 준전문가라도 간단하게 PSA 재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PSA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새로 정립되는 방법론은 기존 PSA 모델 구축 노력을 크게 감소시켜, 인력의 효율

적인 활용 및 새로운 응용 분야의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통합된 전범위 PSA 분석 체계는 원전의 리스크 및 계통/기기의 정확한 중요도를 평

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리스크 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외부사건 통합 방법론 및 분석 시스템은 원자력 설비의 핵심구역 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모델/방법론/분석 도구를 제공하여, 911 테러 이후 중요시되는 원전 방호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리스크/성능의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은 리스크 평가 과정을 대폭 감소

시키고 다중적으로 수행되는 성능 감시를 단일화하여, 리스크/성능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국내 리스크 정보 활용 규제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리스크 평가 기술은 원전뿐만이 아니라 화학공장 등 플랜트 시설의 리스크 평가에도

활용이 가능하여, 국내 산업체 전반에 정량적 리스크 평가 기술을 제공하여 일반 산업

체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은 원전의 안전성을 합리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 차등품질보증, Trip Monitor 등 원전의 경제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적

용이 가능하다. WOG는 차등품질보증과 같은 Option 2가 실시되면 호기당 년간 백만불

의 이득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분석 도구의 수입대체효과 및 해외수출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규제기관의 사용을 위해 KAERI/KINS 연구협력협정을 통하여 전범위 PSA 통합

자동 정량화 시스템을 규제기관의 PSA 및 리스크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리스크/성

능 통합 분석 기술은 향후 규제기관의 규제철학 정립에 기여할 것이다.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본 연구에서는 OPDE 국제공동연구, ICDE 국제공동 연구, FIRE/PRISME 국제공동연

구, MERIT 국제공동연구 및 SM2A 국제공동연구 등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

한 해외과학기술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음에 본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해외과

학기술정보를 나열하였다.

- OPDE 국제 공동연구 : 다양한 원전의 1,2 차측에 대한 배관 손상 데이터 및 관련

분석 자료

- ICDE 국제 공동연구 : 원전의 다양한 기기에 대한 공통원인 고장 자료 DB 및 이를

운용하는 프로그램

- FIRE/PRISME 국제공동연구 : 화재 실험 자료 및 분석 데이터

- MERIT 국제공동연구 : 배관손상을 시뮬레이션 하는 코드

- SM2A : 안전여유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ZION 발전소에 대한 정량적 안

전여유도 분석 자료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

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수행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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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전 리스크 통합분석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아날로그 기술의 퇴행과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현재는 원자력, 항공, 철도, 위

성 등 고-신뢰성 뿐 만 아니라 고-안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거의 모든 기

기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추세에 있다. 원자력의 경우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물론이고 기존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아날로그 설비를 디지털 설비로 교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 계통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인 원전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기/계통에 대한 안

전성 입증을 위한 디지털 계통의 리스크 정량 평가 방법론은 아직 명확한 체계

및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 개발 단계에 있어 세계적 현안 문제가 되

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기술이 이미 본격적으로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의 안

전기능에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고유 특성들

에 대한 새로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방법론의 개발과 PSA 수행체계 정

립은 매우 시급한 이슈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울진 5,6 호기를 선두로 안전 관련

디지털 계측제어(I&C) 계통이 이미 도입되었으며, 이와 같은 원전의 디지털화로

인해 디지털 기기/계통의 정량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은 원전의 안전성 입

증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시급한 국내 현안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 원자력 산업계에서 하나의 시류인 리스크 정보 활용 의사결정 체계

도입과 원전의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디지털 I&C PSA 방법론은 리스크 정보

활용 체계의 걸림돌인 병목기술로 부각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3차 중장기 연구과제(2007. 3 - 2012. 2 ; 5년간)의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 운전되는 원전의 리스크 정보 활용 의사결정을 위한 디지털 I&C PSA

수행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본 과제에 해당하는 1 단계 (2007. 3 - 2010. 2

; 3년간)의 연구 목표는 디지털 I&C 고유 특성들에 대한 PSA 방법론 개발을 통

한 디지털 I&C PSA 기초 기술들을 확보하는 데 있다.



Ⅲ. 연구개발의 범위

이번 단계에서 디지털 I&C PSA 방법론 개발은 아래의 4개 분야로 집중하여

수행되었다.

◯ 원전 소프트웨어(SW) 고유 특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 원전 디지털 하드웨어(HW) 고유 설계 특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 원전 안전 필수 디지털 기기/계통의 운전경험자료 분석

◯ 컴퓨터 환경 주제어실에서의 인적 신뢰도 평가(HRA) 방법론 개발

각 분야별 연구항목들은 아래 그림에서 연차별로 주어져 있다.

Ⅳ. 연구 개발 내용 및 결과

각 분야별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전 SW 고유 특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 SW 신뢰도 정량화 기법들의 원전 적용성 연구(4가지 일반 SW 신뢰도

평가 기법들에 대한 원전 적용성 연구로 Bayesian Belief Net(BBN) 기

법, 확률모형기반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모델(SRGM) 기법, 시험기

반(test-based) 및 척도기반 (metric-based) 신뢰도 평가 기법1)들이 이

용됨)

- 적용성 연구를 통한 선정된 방법론간 제약사항들을 고려한 SW 통합분

석 체계 개발 및 개별 방법론의 원전 적용성 개선 연구2)

- 임베디드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위탁 수행; 모델 체킹 방

법을 이용한 HW-SW 복합 고장 메카니즘에 대한 기초 연구)

◯ 원전 디지털 HW 고유 설계 특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 디지털 D3(Diversity and Defence-in-Depth) 설계특성에 대한 리스크

영향 평가3)

- 원전 디지털 I&C 안전계통의 결함주입 실험장치(FIMAN) 구축4)

- 결함주입실험을 통한 고장검출범위 및 고장검출률 정량화 (입력모듈에

대해 약 1만회, CPU 모듈에 대해 약 1천회 실험 수행을 통한 디지털

기기의 상호 감시 기능에 대한 결함검출률 추정으로 방법론의 원전 적

용성 검증)

- 결함주입실험을 이용하여 APR-1400 원자로보호계통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자동주기시험 기능에 대한 유효성 정량 평가

◯ 원전 안전 필수 디지털 기기/계통의 운전경험자료 분석

- 디지털 기기/계통의 운전경험자료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운

전경험자료 분석 절차 및 베이지안 통계처리 전산프로그램(BURD) 개

선5))

-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 분석 절차 개발 및 원전 적용 연구

(OPR1000 DPPS 및 DCS 불시정지 경험자료 183건에 대한 상세 분석

을 통한 디지털 유발 초기사건 유형분석, 55개 초기사건별 정지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터 실험관측결과를 이용하여 원자로정지불능과도사건



(ATWS) 빈도 평가 모델 개선)

- 안전필수 디지털 기기/계통 고장자료 분석 (울진 5,6호기 상업운전 이후

2009년 2월까지 346건의 작업오더 분석) 및 고장률 추정6)

◯ 컴퓨터 환경 주제어실에서의 HRA 방법론 개발

- 차세대 주제어실 시뮬레이터 실험자료 취득 (위탁기관과 공동수행; 총

9회, 800여분의 비디오 녹화 자료)

- 시뮬레이터 실험자료에 기초한 인적오류유형 연구

- 시뮬레이터 실험자료 기반 인적수행도 분석 (timeline 분석에 의한 기존

주제어실과의 인적수행도 비교연구, 컴퓨터 기반 주제어실에서의 운전

원간 종속성 영향 평가 모델 개발)

- 시뮬레이터 실험자료에 기초한 전산화절차서(CPS)와 소프트제어기에

대한 직무분석 및 주요 수행영향인자(PSF) 연구 (SHERPA 방법론 이

용)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향후 2단계 (2010. 3 - 2012. 2 ; 2년간) 연구 목표인 디지털 I&C의 원전

리스크 통합 모델 및 분석 교범 개발시 본 단계에서 개발된 결과물이 직

접 활용됨

◯ 국내에 울진 5,6호기에 디지털 안전계통이 설치된 이후로 ARP-1400,

SMART 등 신규 원전은 모두 디지털계통이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되고 있어 이들 원전의 리스크 평가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추가적인 방법론 검증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임.

◯ 리스크 정보 활용 체계의 병목 기술 분야인 디지털 I&C의 고유 특성에 대

한 정량적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PSA 모델 및 체계로의 통합, 설

계 피드백, 운영 개선에의 적용 등 많은 활용이 가능함.



Summary

I. The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igital Risk Assessment Technology for

Nuclear Power Plant

II. The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solescence and narrow market security of the analog technologies

substitute the digital I&C components for the analog ones. For instance, the

safety-critical digital systems such as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DPPS)

and digital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DESFAS) was adopted

in Ulchin 5 & 6 units. As of now,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al PSA methods to digital I&C systems is inefficient and may yield

unrealistic and misleading risk insights regarding safety-critical digital

systems. Thus, the project has also initiated with the objectives;

◯ To develop methods and tools for treating the digital-specific

safety-critical problems in digital I&C PSA

◯ To provide PSA platforms for evaluating digital I&C risks (i.e.,

integration of digital I&C systems in the traditional PSA's)

◯ To support licensing activities of regulatory and non-regulatory side

(i.e., digital upgrade of the operating reactors as well as design of the

safety-critical digital systems in the new reactors such as OPR1000+,

APR1400, SMART, next generation reactors, etc.)

III. The Scope of the Project

The diverse research items needed in the digital I&C PSA methodologies

can b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as follows.

◯ Development of the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safety-critical



software reliability

◯ Study on the digital I&C PSA methodologies for treating

digital-specific hardware features and/or functions designed in the

safety-related digital I&C systems

◯ The analysis of the operating experience data for the digital I&C

components and systems

◯ The development of the advanced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

methodology appropriate for the computer-based main control room

IV.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Study

◯ Development of the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safety-critical

software reliability

- The applicability of four SW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s the

safety-critical software for the nuclear power plant was studied in

the project. The following methods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Bayesian belief net(BBN) technique,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 test-based and metric-based reliability evaluation method.

- the combined SW reliability evaluation system was developed and

proposed to evaluate the safety-critical SW reliability for nuclear

power plant, based on the limitation and applicability of the

individual SW reliability methods mentioned above.

- A new model checking method was developed for identifying failure

mechanism of the embedded system due to the complex

hardware-software interaction.

◯ Development of the methodology for evaluating the safety-critical

digital hardware reliability

- Impact of digital-specific design feature such as D3 (diversity and

defence-in-depth) on plant risk was evaluated, including

development of a new CCF (common cause failure) calculation

method to provide more exact solution.



- The simulation-based fault injection experiment environment for the

digital safety system, so-called FIMAN, was established using

hardware debuggers and/or emulators

- The fault detection rate (or fault coverage) for input module and

CPU module was estimated using the results of the fault injection

experiment (10,000 experiment trials for input module, and 1,000

experiment trials for CPU module, respectively)

- Effectiveness of automatic periodic test function featured in

APR-1400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was also evaluated using

the FMEA-based fault injection experiment method.

◯ Analysis of the operating experience data for the digital I&C

components and systems

- The operating experience data for the safety-critical digital I&C

component/system was surveyed and the database structure was

designed. In particular, the procedure of the operating experience

data analysis was developed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program for dealing with the Bayesian statistical approach, BURD.

- The procedure for analysing the digital-induced initiating event

(DI-IE) was developed. The DI-IE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I&C induced unplanned outage data (183

events until the end of 2007) for the all domestic operating plants.

ATWS (anticipated transients without scram) frequency of the

OPR1000 reactor was re-evaluated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identified DI-IEs and the trip parameter analysis of 55 initiating

events using full-range simulator.

- Failure data analysis for the safety-critical digital components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failure rate of the digital component. Of

346 work orders in the safety-related digital components of Ulchin

units 5 and 6 (the freezing date was the end of Feb. 2009.), the

only about 20 percent was classified as the failure that can affect

their function via the detailed failure analysis. The estimates of the

digital component failure rates will be finalized at the next phase of



the project.

◯ Development of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 appropriate for

computer-based main control room (MCR)

- Operator performance experimental data from the advanced MCR

simulators such as dynamic mockup and APR-1400 simulator were

collected (Video records of total 800 minutes or over).

- Identification of the operator error type and analysis for human

performance in the highly integrated computer-based MCR was

studied based on simulator experiment data. In particular,

comparison analysis of operator performance between advanced and

conventional MCRs was conducted out. The operator dependancy

evaluation model was also developed for highly integrated MCR.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imulator experiments, task analysis and

key performance shaping factors (PSF) for the computerized

procedure system(CPS) and soft-controller were also studied by the

use of the SHERPA method.

V. The Proposals for the Future Applications

◯ The results of digital I&C PSA research project can be used for

risk-informed decision-making related to digital I&C system.

◯ All of the results and findings in the project will be used directly to

achieve the goal of which the next coming project is to develop the

integrated risk assessment model and procedures for the digital I&C

PSA.

◯ In particular, most of them are being also used to improve design of

the digital safety systems in the APR-1400 reactors under the

construction, as well as APR+, SMART, GEN-IV under the design and

research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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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 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원전의 계측제어계통은 기존의 아날로그 회로로 구성된 원전 계측제어(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계통의 노후화로 부품 열화와 부품의 품귀 문제가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적으로 I&C 계통의 유지보수의 효율화, 편차(drift) 제거, 기술의 유연성

(flexibility) 등 저비용 고효율의 장점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

어 기존의 아날로그 기술은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미국 RAC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 제어신호를 받는 기기

들의 고장경험자료 중 60% 이상이 신호결함 (command fault)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제어 부품/시스템의 이용 확대가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으로 인하여 원전 안전성에 대한 디지털 I&C의 중요성은 날

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원전의 안전 필수 기능에도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확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디지털 I&C 기술의 안전성 입증에

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아직 안전 관련 계통에 디지털 기술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신규원전부터 채택될 예정이며 기존원전의 디지털 업그레이드가 매우 활발한 실

정이다 (Nuclear News, 2006년 12월호 참조). 또한, 미국 NRC의 최근

ASP(accident sequence precursor) 분석자료에 따르면, 디젤발전기, 회로 차단기,

변압기 등 발전소 주요 기기에 내포된 임베디드 디지털 제어 부품들의 실패에

대한 보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NRC는 1995년 공포한 정책

성명에 따른 리스크 정보 활용 규제 의사결정 사항으로 장차 프리스텐딩 및 임

베디드 디지털 시스템 모두에 대한 정량적 리스크 평가를 요구할 전망이다

[NRC, 2009]. 하지만, 이를 위한 디지털 I&C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1) 기술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어 명확한

1) 리스크 분석은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선정하고 그 위험 요소들의 발생 확률 및 발생 

시 입게 될 손실의 심각성을 추정함으로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복잡

한 시스템에서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기법을 사용하며, 이는 

파이프, 펌프, 밸브, 제어장비, 운전원과 같이 시스템 구성 요소들에 대해 경험 자료와 설계 및 성능 특성을 

종합한 전반적인 정량적 리스크 평가 방법으로 다른 어떤 분석기법에 비해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복잡한 



체계 및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매우 시급한 세계적 현안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국내 원전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사용 현황은 지속적인 원전 건설로 인

하여 미국에 비해 더욱 적용범위가 다양하고 활발하다. 즉, 국내 원전의 경우 현

재 가동중인 울진 5,6호기에서 안전필수 계측제어 계통에 이미 디지털 I&C 기술

이 도입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국내 건설 중인 후속원전 (APR-1400형 원

전)은 컴퓨터 기반의 차세대 주제어실을 비롯한 명실공히 디지털 원전으로 건설

되고 있다. 국내 원전 뿐 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수출 원전의 안전성

입증이라는 관점에서도 안전 관련 디지털 기기/계통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은 더욱 시급한 국내 현안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디지털 계통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주로 디지털 안전 계통 설계

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의 확인 및 검증을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수행하여 왔

으나, 규제 및 원전 사업자의 리스크 정보 이용 확대 추세에 따라 디지털 안전

계통의 원전 리스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I&C

분야의 리스크 정보 활용 의사결정은 디지털 기기의 특성상 기존의 PSA 방법론

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디지털 고유 특성들에 대한 신뢰도 평

가 방법론 -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신뢰도, 고장내구성(fault-tolerance) 기법의

고장 검출률, 통신망 신뢰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상호작용과 같은 디지털

기기 고장 메카니즘, 디지털 기기 신뢰도, 등등 - 들에 대한 이해 및 기술 개발

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제 2 절 연구 개발의 목적 및 내용

디지털 기술은 이미 본격적으로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의 안전기능에 적용되

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고유 특성들에 대한 새로운

PSA 방법론의 개발과 PSA 수행체계 정립은 해결되어야 할 매우 시급한 이슈이

다. 3차 중장기 연구과제(2007. 3 - 2012. 2 ; 5년간)의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

스템의 분석에 적당하다는 인식들이 60년대 후반부터 확산되면서 리스크 평가 및 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나 인허가 지원, 안전성 향상 등의 용도로 확장되어 왔었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원자력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 적용되고 있는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원전 운영 및 규제’ (RIR&A; 

Risk Informed Regulation & Applications)의 중심축인 PSA 결과 적용은 일차적으로 리스크 정보를 활용

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 결정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합당한 PSA 수행 범

위와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운전되는 원전의 리스크 정보 활용 의사결정을 위한 디지털 I&C PSA 수행 체

계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1 단계 (2007. 3 - 2010. 2 ; 3년간)에 해당하

는 본 과제의 단계 연구 목표는 디지털 계측제어(I&C)의 고유 특성들에 대한

PSA 방법론 개발을 통한 디지털 I&C PSA 기초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다. 향후

2단계 (2010. 3 - 2012. 2 ; 2년간) 연구 목표는 1단계에서 개발된 결과물을 바탕

으로 디지털 I&C 리스크 통합 모델을 구축하고 원전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I&C

PSA 분석 교범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림 1-1 참조).

그림 1-1 연구 목표와 내용

상기의 1단계 연구 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

음과 같다.

◯ 원전 소프트웨어(SW) 고유 특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 SW 신뢰도 정량화 기법들의 원전 적용성 연구(4가지 일반 SW 신뢰도

평가 기법들에 대한 원전 적용성 연구로 Bayesian Belief Net(BBN) 기

법, 확률모형기반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모델(SRGM) 기법, 시험기

반(test-based) 및 척도기반 (metric-based) 신뢰도 평가 기법2)들이 이

2) 척도기반 모형(RePS 기법)의 원전적용연구는 미국 오하이오대학과 국제공동연구로 진행하였으나, 불확실성 

과다로 적용 불가로 판단됨.



용됨)

- 적용성 연구를 통한 선정된 방법론간 제약사항들을 고려한 SW 통합분

석 체계 개발 및 개별 방법론의 원전 적용성 개선 연구3)

- 임베디드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위탁 수행; 모델 체킹 방

법을 이용한 HW-SW 복합 고장 메카니즘에 대한 기초 연구)

◯ 원전 디지털 하드웨어(HW) 고유 설계 특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 디지털 D3(Diversity and Defence-in-Depth) 설계특성에 대한 리스크

영향 평가4)

- 원전 디지털 I&C 안전계통의 결함주입 실험장치(FIMAN) 구축5)

- 결함주입실험을 통한 고장검출범위 및 고장검출률 정량화 (입력모듈에

대해 약 1만회, CPU 모듈에 대해 약 1천회 실험 수행을 통한 디지털

기기의 상호 감시 기능에 대한 결함검출률 추정으로 방법론의 원전 적

용성 검증)

- 결함주입실험을 이용하여 APR-1400 원자로보호계통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자동주기시험 기능에 대한 유효성 정량 평가

◯ 원전 안전 필수 디지털 기기/계통의 운전경험자료 분석

- 디지털 기기/계통의 운전경험자료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운

전경험자료 분석 절차 및 베이지안 통계처리 전산프로그램(BURD) 개

선6))

-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 분석 절차 개발 및 원전 적용 연구

(OPR1000 DPPS 및 DCS 불시정지 경험자료 183건에 대한 상세 분석

을 통한 디지털 유발 초기사건 유형분석, 55개 초기사건별 정지 변수에

대한 시뮬레이터 실험관측결과를 이용하여 원자로정지불능과도사건

(ATWS) 빈도 평가 모델 개선)

- 안전필수 디지털 기기/계통 고장자료 분석 (울진 5,6호기 상업운전 이후

2009년 2월까지 346건의 작업오더 분석) 및 고장률 추정7)

3)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2009년 6월 미국 BNL 주관 전문가 웍샵 패널에 초청받은 바 있으며, 미국 NRC의 

의뢰로NUREG/CR-xxxx 보고서(draft for comments, 2009.11)의 독립검토를 수행한 바 있음.

4) 지난 단계의 중장기연구에서 개발된 모델로 NRC의 benchmarking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바 있음 

(NUREG/CR-6972, 2008.9)

5) 본 기술은 원전 디지털 기기 개발업체 1곳으로 유상기술이전을 추진중이며, 현재 2건의 특허출원 완료.

6) BURD 프로그램은 OECD/NEA 및 파키스탄에 기술이전 추진중이며,국내 판매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추진

중임.  

7) 고장률 추정은 2단계 1차년도(2010.3-2011.2) 계속연구 항목임.



그림 1-2 연차별 연구 개발 내용

- 차세대 주제어실 시뮬레이터 실험자료 취득 (위탁기관과 공동수행; 총

9회, 800여분의 비디오 녹화 자료)

- 시뮬레이터 실험자료에 기초한 인적오류유형 연구

- 시뮬레이터 실험자료 기반 인적수행도 분석 (timeline 분석에 의한 기존

주제어실과의 인적수행도 비교연구, 컴퓨터 기반 주제어실에서의 운전

원간 종속성 영향 평가 모델 개발)

- 시뮬레이터 실험자료에 기초한 전자식절차서(CPS)와 소프트제어기에

대한 직무분석 및 주요 수행영향인자(PSF) 연구 (SHERPA 방법론 이

용)

본 과제에서 수행된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들의 상호 연관성은 그림 1-2에 주

어져 있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아날로그 기술의 퇴행과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현재는 원자력, 항공, 철도, 위

성 등 고-신뢰성 뿐 만 아니라 고-안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거의 모든 기

기에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추세에 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물론이고 기존

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아날로그 설비를 디지털 설비로 교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디지털 계통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외국에

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디지털 계통의 정량적 리스

크 평가 기술 개발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명확한 체계 및 방

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더욱 다양한 현안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원자력산업계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디지털 기기는 Westinghouse의 안

전등급 분산제어시스템(DCS)인 Eagle21과 지금은 Westinghouse로 합병된

Combustion Engineering이 개발한 안전등급 디지털 컨트롤러(PLC)인 AC160시

리즈가 있다. 또한, CommonQ라는 안전등급 디지털 설비 플랫폼이 개발되어

NRC의 설계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 현재 유럽의 여러 원전에 판매, 적용되고 있

다. 독일의 Siemens도 안전등급 디지털 계통인 Teleperm XS를 개발하여 판매하

고 있고, 최근 미국 NRC의 설계인증까지 받은 바 있다. 그 외에도 국방산업체에

서 DY4 등의 계통도 원자력안전계통에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

이 이미 원자력 산업계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많은 상용 플

랫폼이 기존 아날로그의 대체 또는 신규원전 건설과 맞물려서 개발·판매되고 있

는 상황이다.

국내 원전에서의 계측제어 시스템은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안전 계

통에서부터 안전계통으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어

APR-1400 (신고리 3,4 호기)에 이르러 보호 계통을 포함한 모든 계측제어계통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중에 있다. 국내 원전에서 디지털 기기는 현재 외국

의 상용 플랫폼을 사용하나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개발단(KNICS)에서

POSAFE-Q라는 안전등급 PLC의 국산화 개발 및 규제기관의 설계인증 획득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안전등급 디지털 발전소보호계통이 최초로 신

울진 1,2호기에 적용될 것이다.



그림 2-1 국내 원전에서 디지털 기술의 적용현황

하지만, 이러한 상용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

재하므로 미국과 유럽 등 기술선진국에서는 안전성 입증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기존의 디지털 계통에 대한 안전

성 연구는 주로 결정론적 방법에 의한 계통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확인검증 방법에는 디지털 계통 자체가 원전 리스크 전반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국내외에서 강조되는 리스크 정보 활용 의사결정 체

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전에 디지털 기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리

스크 정보 활용 규제나 설계가 추진되는 등 리스크 정보의 활용이 중요해 진 현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를 안전계통에 적용한 원자력발전소의 리스크 평가를 확률

론적 안전성 평가(PSA)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 I&C PSA 분야에 대해 본 과제가 시작되기 전인 2006년까지의

국내의 연구 개발 현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에서는 2단계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에서 디지털 PSA 분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함.

◯ 연구내용은 국내의 표준원전 안전계통에서 디지털 기술의 조기 도입이라

는 특별한 상황으로 주로 인허가 지원에 관련된 디지털 위험도 평가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음.



◯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현재 진행중인 디

지털 안전계통의 설계 피드백에 대한 산업체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설계

대안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안전계통(디지털 원자로

보호계통,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및 공학적안전설비 기기제어

계통)의 원전 위험도 영향 평가 모델을 개발에 주로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일부 디지털 설계 특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도 병행하여 훌륭

한 연구결과를 얻었으나, 디지털 I&C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설계 이슈

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과 인력 및 예산의 제약으로 디지털 I&C PSA

방법론의 완성을 논하기엔 부족함.

◯ 다루어진 디지털 고유특성 분야는 1) WDT(Watchdog Timer)의 고장감시

범위에 대한 정량 평가 기법, 2) BBN(Bayesian Belief Net)에 의한

COTS(Commercial-Off-The-Shelf) SW 신뢰도 정량 평가 및 KNICS 사

업단의 DRPS(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용 SW의 개발 주기에

따른 BBN 적용연구, 3) 마코프 기법에 의한 네트웍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4) PSA 체계로의 통합기술과 관련한 연구 (Condition-Based HRA

(CBHRA) 기법 연구, Common cause failure 모델링 기법, 등)등을 수행

한 바 있음.

다음으로, 디지털 I&C PSA 분야에 대해 2006년까지 국외의 연구 개발 현황

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외의 경우 디지털 I&C 기술이 안전계통에 도입된 경우가 매우 제한적

이므로 국내와 같이 디지털 안전계통에 대한 상세한 수준의 계통고장수목

을 포함하는 디지털 I&C PSA 모델의 개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 오히려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버지니아 대학

Center for Safety-Critical Systems,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HRP (Halden Reactor Project) (네델란

드),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영국) 등 미주와 유럽의 경우 디지털

고유 특성에 따른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

으로 다수의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있으나 아직 디지털 I&C PSA 분야에

서 이용 가능한 실용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음. 일본의 경우 디지털

I&C PSA 분야의 연구를 결과는 아직 없는 상태이나, 최근 Hitachi사에서



ABWR 원전의 안전-필수 디지털 I&C 계통에 대한 PSA 연구를 시작한

상황임.

◯ 안전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의 경우 영국의 Queen Mary Univ.에서 디

지털시스템/안전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연구를 Bayesian

Belief Networks(BBN) 기술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OECD Halden

Project에서도 IEC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국립연구소인 LLNL, 그리고 Virginia Univ., Maryland Univ.

등에서 BBN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안전소프트웨어의 신뢰도/안전성 평

가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 최근 세계적으로 기존 HRA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HRA

방법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NRC(Nuclear Regulatory Committee)

에서 개발/제안한 ATHEANA (A Technique for Human Event

Analysis), EdF(Electricite de France)의 MERMOS (Methode

d'Evaluation de la Realisations des Missions Operateur pour la Surete)

및 CREAM (Cognitive Reliability and Error Analysis Method) 등과 같

이 새로운 HRA 방법 개발이 추진됨.

◯ 또한 HRA 수행에 필요한 입력 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OECD의 HRP를 통

한 국제적인 공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특히, 체계적인 인적요인 자

료의 수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인적수

행도 DB의 구축이 진행되었으며, HRP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인

적수행도를 분석하고 있음. 신형 주제어실 인적 요인 평가 모델 및 인적

수행도 DB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현재 HRP에서 수행되고 있음.

Halden에서는 첨단제어실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HRA 지원을 위한 실험

(masking effect가 인적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HRA 지원 DB 개발 및 HRA 방법에 대한 empirical test를 추진하고 있

음.

◯ 또한 안전관련 계통의 디지털 기술 도입이 외국의 경우 아직 매우 제한적이

므로 본격적인 원자력 관련 디지털 안전성의 정량적 평가와 관련한 핵심

현안을 모두 다루어지는 것은 아님. 오히려 고속철도, 우주항공, 대형 산

업생산 설비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디지털 I&C PSA 분야에서의 주요 항목별로 국내외 연구 개발 현황을 보다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디지털 I&C 계통 안전성 평가를 위한 규제 및 기술 지침 개발 현황

◯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97]: 원전의 디지털 I&C에 대한 전반

적인 연구 방향, 디지털 I&C PSA의 필요성 및 현안 문제들이 매우 광범

위하게 다루고 있음.

◯ NRC의 ISG-#3 [NRC, 2008] : NRC는 디지털 계통에 대한 규제검토지침

은 기존 안전성검토지침(SRP; NUREG-0800 [NRC, 1997])에 추가 제시하

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I&C PSA에 대한 별도의 내부검토지침으로 마련

된 것임.

◯ Nuclear News 2006년 12월호 [ANS, 2006] : Nuclear News는 미국원자력

학회에서 발간하는 원자력 관련 소식지로 2006년 12월호에 디지털 I&C에

대한 특집호를 발간하였는데, NEI와 NRC가 디지털 I&C 분야의 연구를

commissioner가 직접 계획 수립에 관여할 정도로 우선순위를 높이고 있

는 가운데, 앞으로의 연구 로드맵에서 디지털 계측제어 및 인간공학 연구

분야의 5가지 세부분야 중 디지털 I&C PSA가 하나의 분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NUREG/CR-6901 [Alswmir, 2006] : 디지털 I&C에 대한 신뢰도 평가 관

련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한 후 발간한 보고서에

서, 본 과제의 연구원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하면서, 논문 내용을 보

고서 내용에 반영하고 있음.

◯ NEA/SEN/SIN/WGRISK(2007)1, 2007 [OECD/NEA, 2007] : 많은 논란을

양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현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 회원국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계통이 안전기능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디지털 시스템이 PSA에 포함되어

야 함은 당연하나,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공인된 방법

이 없음. 전체적으로 5가지 연구 흐름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음

(Reliability growth models, Test based models, Subjective (Bayesian)

methods, Software metric based methods, Rule based methods)

◯ IEC-61838 [IEC, 2001] : 기 출간한 IEC 61226 (Nuclear power plants -



I&C systems important for safety - classification)에서 계측제어 계통의

안전 분류(safety category)를 기능(function)에 기초하여 결정론적으로 정

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보완 방안을 강구한 내용임. 확률론적 분석을 통해

위험도를 정량적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위험도 기반 분석 및 계통

구분을 수행하여야 함을 주장함.

◯ IEC-61508 [IEC, 1998] :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계

통 및 소프트웨어의 요구 조건(requirement)을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디지털 계통 안전성 평가 방법론 연구 동향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검증을 위해 PSA를 수행하였었

고, 기존의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PSA 방법론인 고장수목을

활용하여 디지털계통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디지털 계통의 위험요소를 고장수목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세부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지침도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국에서 각자의 가정을 도입하여 연

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EPRI에서는 디지털 계통을 도입하고자 하는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며[Naser, 2004], 독일의

Framatom에서는 디지털 계통의 PSA를 위해 기존 인공지능 방법이나 전문가 판

단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Ciesielski, 2004]. 또한 프랑스

EdF에서도 디지털계통의 PSA를 위한 연구를 유럽공동 프로젝트 형태나 EPRI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Nguyen, 2004].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공통원

인 고장확률의 평가나 소프트웨어 고장확률의 평가 등 매우 중요한 기술 항목에

서 공인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시험에 의한 고장확률 상한선 설정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안전 계통 전체의 신뢰도 목표치를 고장률을 기

준으로 1E-4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의 시험 입력을 임의로 동작시켜 고장

이 없는 경우 1E-4를 소프트웨어의 고장률 값으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프트웨어 시험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신뢰도 값

에 대한 체계적인 확신을 갖는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시험 입



력에 대한 출력이 고장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위한 체계적

인 방법도 미흡하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캐나다와 비슷한 접근 방법을 N4의 계

측제어 계통에 적용한 바 있다.

영국의 국가 기관인 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

였는데, PSA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도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

지 못하였다[HSE, 1998]. 영국은 철도 시스템이 발달하여 그 안전성이 중요한 현

안이며 원자력 발전소 및 산업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기기의 안

전계통 적용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주로 소프트웨어

의 확인 및 검증에 치우친 연구결과를 내고 있어 안전성의 정량적 평가와 관련

한 핵심 현안을 모두 다루고 있지는 않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Safety-Critical Systems 센터는 1998년에 설립되었으

나 Semi-conductor Integrated Systems 센터의 기존 연구를 이어받아 계속함으

로 가장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한 기관이며, 미국의 NRC, 철도국, NASA, 뉴욕

교통국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디지털 계통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원전 디지털 기기의 공통원인 고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원자

력계의 현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다수 생산하고 있으나 주로 반도체와 회로 수준

의 미시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거시적 연

구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 [Kaufman, 1999].

미국 방산 업체와 NRC와 같은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성 분석 소프트웨

어인 MEADEP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인 SoHaR사(미국)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MEADEP은 마코프-모델에 바탕을 둔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계통의 신

뢰도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기술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고,

원전의 경우 사용이력이 부족하여 마코프-모델에 입력할 자료가 전무하다는 것

이 문제이다. Westinghouse와 연계하여 현재도 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Tang,

1998].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Siemens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iemens

가 안전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디지털 장비인 Teleperm 시리즈를 생

산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주요 연구는 하드웨어의 고장에 치중해 있으며 소프트

웨어를 포함하는 전 계통의 안전성평가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OECD의 Halden 프로젝트에서는 2003년부터 디지털 계통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Thunem,

2004]. 그러나 Halden 프로젝트의 성격상 기존에 수행해 오던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에 기반한 평가 체계를 지향함으로써 고장내구성 평가 등 하드웨어를 포

함한 전 계통에 대한 안전성평가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최근 울진 5,6 호기에 디지털 RPS/ESFAS이 도입됨에 따라 이

들 계통에 대한 PSA 모델이 인허가 지원을 위하여 건설 단계에서 개발된 적이

있다 [김인석, 2000]. 그러나, 울진 5,6호기의 디지털 안전 계통에 대한 PSA는 기

존의 PSA 체계에 디지털 하드웨어만을 대체한 것으로 현실적인 위험도 평가에

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에서 원자력 중장기계

획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차세대원자로 설계검증기술 개발”의 세부과제인 “차

세대원자로 설계관련 요소기술 개발”에서 주요 요소기술의 한 분야로서 기초 연

구를 수행한 바 있고, 이어 KNICS 국산화 설계 지원 등 하위레벨의 리스크 정

보 활용을 목적으로 지난 단계의 중장기 연구수행을 통해 전체 원전 PSA 모델

에 결합하여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도록 고장수목 기반의 상세 모델을 디지털 안

전 계통에 대하여 새롭게 개발한 바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추정을 위

한 BBN 기법의 적용 기법, 고장검출률 계산을 위한 기법, 공통원인고장 처리 기

법, 조건부 인간오류 확률 모델 기법 등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아

우르는 종합적인 방법론을 개발 중에 있다.

디지털 기기 신뢰도 평가 방법 연구 현황

디지털 전자 부품의 신뢰도 평가 기법과 고장률 자료는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MIL-HDBK-217F [MIL, 1991], Bellcore [Bellcore, 1997], 미국 RCA사의 EPRD

등이 고장률 자료와 신뢰도 예측 기법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이들 자료들을

바탕으로 군수용이나 일반 디지털 전자 제품의 신뢰도 예측을 편리하게 하기 위

한 상용 소프트웨어 도구 - 예를 들면, RELAX, ITEM 등 - 들이 개발되어

RAM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maintainability)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원전 디지털 계통의 운전 경험을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OECD 주관으로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의 국제공동연구로 COMPSIS

(Computer-based systems important to safety)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디지털 기기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를 가장 먼저 시작하여 선도해 온 기관이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자기기 신뢰

성 분석용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팩키지인 ERIS를 개발한 바 있다[전자통신연구



원, 1999]. 그러나 그 연구의 대상이 통신관련 기기이므로 안전성 분석보다는 정

비보수를 위한 수명평가 및 정비주기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원전에 적용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각각 MIL-HDBK-217F를

기반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에 맞는 인자들을 추가하여 각 전자 부품 고

장률 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팩키지, RPEE (Reliability Prediction

for Electronic Equipments),를 개발한 바 있고[장승철, 2000], 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도 유사한 일을 수행한 바 있다. 본 과제에서는 월성 원전의 PDC

(programmable digital comparator) 에 대해 운전 경험에 의한 고장률, Bellcore

와 MIL-HDBK-217F의 신뢰도 예측 기법에 의한 고장률 추정 결과들을 비교 분

석한 바 있다[정환성, 2002; 정환성, 2003].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 연구 현황

디지털 I&C 시스템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

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고 현재

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필수(safety-critical) 소프트웨어는 고-신뢰성 (reliability-mission)만이 강조

되는 일반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고-안전성 (safety-mission)이 요구되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이 들에 대한 정량적 신뢰도 분석 방법론은 기존 소프트웨어 신

뢰도 평가 모델의 한계점이 널리 인식되면서 1990년대 중반에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되었다[Butler, 1993; Littlewood, 1993]. 여기서는, 본 과제에서 중

점 연구 중인 Bayesian Belief Network (BBN) 기법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현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유럽의 경우, 영국에서는 London 대학과 Queen Mary 대학에서 디지털시스

템/안전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대한 연구를 Bayesian Belief

Networks(BBN)과 Testing 기법을 위주로 수행하였으며[Littlewood, 1998],

OECD Halden Project에서는 안전소프트웨어 표준 중의 하나인 RTCA/DO-178B

를 기반으로 항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를

BBN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Thunem, 2004]. 또한, 프랑스의 EdF와 핀란드의

VTT와 같은 기업에서는 유럽 국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Halden 프로젝트,

London 대학 등과 공동으로 외주 개발 디지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에 BBN을 활용한 유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국립연구소인 LLNL에서 NUREG-0800 [NRC, 1997]을 기반으로

안전소프트웨어 설계문서 승인을 위한 BBN 모델을 구축한 바 있고, Virginia 대

학, Maryland 대학 등에서는 Testing, V&V 그리고 신뢰도 성장

(reliability-growth) 모델과 같이 다양한 기법을 결합한 종합적인 방식으로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안전성 평가 방법론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안전 소프트웨어의

V&V를 위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애용되고 있는 정형 기법(formal method)

을 중심으로 적용 연구 중에 있지만, 정량적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후자의 경우, 본 과제에서 BBN 기법을 사용하

여 상용 소프트웨어(COTS)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한 바 있고, 나아가 KNICS 원

자로 보호 계통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전주기에 시범 적용한 상태에 있다.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세계적으로 리스크 정보 활용 체계의 병목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디지털 계측

제어(I&C)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본격적으로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의 안전기능에 적용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고유 특성들에 대한 새로운

PSA 방법론의 개발과 PSA 수행체계 정립은 매우 시급한 이슈이다. 3차 중장기

연구과제의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 운전되는 원전의 리스크 정보 활용 의사결

정을 위한 디지털 I&C PSA 수행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세부 목표로 다음의 두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① 디지털 계측제어(I&C)의 고유 특성들에 대한 PSA 방법론 개발

② 디지털 I&C 리스크 통합 분석 모델 및 분석교범 개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번 단계에 해당하는 3차 중장기 연구의 전반부인 1

단계(3년간)에서는 디지털 I&C PSA 방법론 개발에 주력하고, 개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2단계(2년간)에는 통합 모델을 구축하고 분석 교범을 마련하는 것

으로 계획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연구 사례가 거의 없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 상세 정량화 방

법론을 개발하고, 통합 모델을 개발하며, 최종적으로 분석교범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요소기술의 정의와 일반적 적용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중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여, 아래의 그

림에 나타낸 것과 같은 요소기술들을 도출하였다. 각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는 기

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원전 적용성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목표를 명료히 하기 위해 본 단계의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는 안전기능 수행 실

패를 모델하고 정량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2차적으로는 원전의 과도사건

유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과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발된 분석 방법론과 데이터는 사고관리나 원전 효율화 등

다른 적용 목표를 위해서도 직접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1 디지털 기술 안전성 정량평가를 위한 요소기술의 구성

이러한 연구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개 분야로 묶어 보다 자세한 연구 수

행내용 및 결과들을 각각의 절로 기술한다.

① SW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② 디지털 계통의 HW 설계 특성에 따른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③ 디지털 I&C 운전경험 자료 분석

④ 디지털 HMI(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인간신뢰도 분석 방법 개발

제 1 절 SW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1. SW 개발모형에 따른 BBN 기법 적용 및 개선 연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 디지털시스템에 내재된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여

러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안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허가/표준 요건을 만족시

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량적 신뢰도 평가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이

다. Bayesian Belief Network (BBN)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망한 기술

중 하나로, 본 과제에서는 BBN 기술을 원자력분야의 안전소프트웨어 신뢰도 평

가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특히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V&V 기반 BBN 기

법 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각 단계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일반화된

BBN 템플릿’을 만들어 모델링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엄흥섭, 2008a], 이렇게 개



발된 일반화된 BBN 방법론을 바탕으로 원자력분야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한 안

전 SW 신뢰도 평가용 일반화된 BBN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 기법을 사용

하여 KNICS 원자로보호계통(RPS) SW에 대하여 사례연구(case study)를 수행

하였다.

세부 연구 내용으로는,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SW

생명주기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SW 개발 방법론, 원전 안전 SW 개발

인허가 관련 문서, 기존의 SW 생명주기 모델을 조사/분석하고 2개의 후보 SW

생명주기 모델(Waterfall Model, Spiral Model)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2개의

SW 생명주기 모델에 대하여 Object Oriented BBN과 Dynamic BBN 기법을 응

용하여 적용 방법론을 개발하였고[엄흥섭, 2008b]. 이렇게 개발된 일반화된 BBN

방법론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원자력분야 안전 SW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파악된 특수성(보수적 개발 방법론 및 인허가 요건)을 고려한 원자력분야 전용

BBN 모델을 작성한 후, 이 BBN 모델을 KNICS의 원자로보호계통 SW에 적용

하는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원자력분야 안전 SW의 인허가 환경[NRC, 1997]을 반영하기 위해 4종의 SW

(RPS 비교논리, 동시논리, 캐비닛운전원모듈, 자동시험 및 연계모듈 SW) 각각에

대한 요구명세 단계, 설계명세 단계, 구현 단계 V&V 보고서, 그리고 RPS SW의

통합 단계 및 검증 단계 V&V 보고서 검토 및 분석하였으며 그 문서 목록은 다

음과 같다.

[검토 문서 목록]

(개발 문서)

-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SDS)

-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단위모듈 시험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단위모듈 시험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단위모듈 시험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단위모듈 시험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프로세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통합시험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계통시험 보고서

(V&V 문서)

-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SW 요구사항 명세 확인 및 검증 보

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SW 요구사항 명세 확인 및 검증 보

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SW 요구사항명세 확인 및 검

증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확인 및 검

증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 안전성 분석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 확인 및 검증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SW 설계명세 확인 및 검증보

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확인 및 검증보

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 안전성 분석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비교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확인 및 검증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동시논리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확인 및 검증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자동시험 및 연계프로세서 SW 구현단계 확인 및 검증보

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캐비닛운전원모듈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확인 및 검증보



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구현단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확인 및 검증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 통합단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 원자로보호계통 검증단계 확인 및 검증보고서

가. 원전 안전 SW 신뢰도 평가를 위한 일반화된 BBN모델 개발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원자력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화된 BBN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모델 구축 절차를 개발하였다. 일반화된 BBN 모델은

크게 개발 각 단계를 나타내는 개발 phase level BBN class와 여기에 입력을 제

공하는 component level BBN class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모델의 개

발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개발 각 단계에 입력을 제공하는 component level BBN class 작성,

② 이를 개발 phase level BBN class에 연결 작성,

③ 최종적으로 개발 phase level BBN을 연결하여 전체 SW 개발 생명주기

BBN을 작성이다.

Component level BBN, 개발 phase level BBN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omponent level BBN class

Component level BBN class는 각 개발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의 개발 관련 행위들을 도출하여 모두 3개의 기본 class를 작성하였다. 첫 번째

class는 상위문서를 가지고 현재 단계의 문서로 변환하는 conversion process이

며, 두 번째 class는 변환작업과 관련된 function(documentation) class이며, 세

번째 class는 해당 단계의 작업에서 결함을 찾아내는 inspection class이다. 이들

3 개의 class는 V&V 계획 및 절차에 나타난 특성 평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

며 각 개발 단계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들 process,

function, inspection class의 요구명세 단계의 BBN 그래프 예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3-2 Function class BBN 그래프

그림 3-3 Process class BBN 그래프



그림 3-4 Inspection class BBN 그래프

(2) 개발 단계의 결함 수 추정 BBN class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를 구성하는 어떤 한 단계의 개발 활동에서 발생하

는 결함의 수와 inspection 활동으로 제거되는 결함의 수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그 단계의 문서에 포함된 결함의 수를 추정하기 위한 class로서 앞에서 만들어진

component level BBN class로부터 값을 받는다. 이 class는 개발 상위 단계의 최

종 문서에 내재된 결함의 수를 기본으로 하고, 현 단계의 변환작업(process) 및

문서화(documentation) 작업의 품질과 이 품질의 차이에 따른 결함의 발생 수,

그리고 inspection 활동의 품질과 이의 차이에 따른 제거된 결함의 수를 인과관

계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기본 BBN 그래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5에서,

변수 “Residual defects form previous phase"는 바로 직전 단계의 최종 소프트

웨어 문서에 포함된 결함의 수이며, 변수 ”defects inserted in conversion



process"는 상위 문서를 현 단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수이고,

변수 “defects inserted in documentation"은 소프트웨어 내부 요건의 문서화에

따라 삽입되는 결함의 수이고, 변수 ”defects correted by inspection"은

inspection 활동으로 제거되는 결함의 수이다. 변수 “defects in final software"

은 현 단계의 최종 소프트웨어 문서에 포함된 결함의 수이고, 변수 ”operation

environment"와 “failre per year"는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Validation phase(계통

시험 단계)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들로 그 이전에 단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 3-5 개발단계 결함 추정 BBN그래프

이 개발 단계의 결함 수 추정 BBN class는 소프트웨어 개발 각 단계에서 아

래의 표와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 class는 각기 다른 개발 단계 프

로세스를 결함의 도입과 제거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BBN 그래프

로 개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BBN

노드

SW

개발 단계

Conversion

Process,

Documentation

(현재 단계 개발

중에 발생한

결함)

Residual

defects

previous phase

(전 단계

문서에

존재하는 결함)

Defects found

in current

phase

(Review

등으로

제거되는 결함)

Residual

defects in

current phase

(현재 단계의

최종 결과물에

존재하는 결함)

요구명세분

석 단계

요구명세서의

작성과 분석 시

도입되는 결함

시스템

설계문서에

존재하는 결함

요구명세분석

단계의 V&V와

개발팀의 Review

and Audit

요구명세서에

존재하는 결함

설계 단계
요구명세서로부터

설계명세서 작성

시 도입되는 결함

요구명세서에

존재하는 결함

설계 단계의

V&V 활동과

개발팀의 Review

and Audit

설계명세서에

존재하는 결함

구현 단계

설계문서를

기반으로 코딩

작업 시

도입되는 결함

설계명세서에

존재하는 결함

코딩 단계의

V&V 활동과

개발팀의 Review

and Audit

코드에 존재하는

결함

통합/테스팅

단계

테스트 계획 및

실행 시 도입되는

결함

코드에 존재하는

결함

테스팅에 의한

결함 제거 및 이

단계의 V&V

활동 등

최종 바이너리

형태의 SW에

존재하는 결함

표 3-1 개발 단계별 표준 subnet(class) 적용

(3) 개발 Phase level BBN

개발 생명주기의 각 개발 단계를 모델링하는 BBN이다. 이것은 Component

level BBN class와 개발 단계의 결함 추정 BBN class를 연결하여 구성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Component level class가 결함 추정 class의 입력 변수를 구성

하며 결함 추정 class의 최종 output 변수는 다음 단계 Phase level BBN의 입력

변수가 되어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개발 모형에 구애받지 않고 정형적이

며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6 각 개발 단계 BBN 그래프

(4)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전체 BBN

대상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최종 BBN이며, 위에서 만

들어진 개발 단계 BBN을 차례로 연결하여 구성된다. 단계의 결합과 데이터 전

달에는 Object-Oriented BBN과 Dynamic BBN 기법이 활용[Koller,

1997][Bangs, 2000]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전 안전 SW의 신뢰도 평가용

Software Development Live-Cycle (SDLC) BBN을 구성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

다.

그림 3-7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기반 BBN 모델 (일부분)

나. 일반화된 BBN 방법론의 사례 연구

위에서 기술된 일반화된 BBN방법론을 KNICS RPS SW의 신뢰도 평가에 적

용하였으며 기본 자료는 동 소프트웨어의 V&V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소프트웨

어 V&V의 목적은 규제 요건을 만족시키며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본 BBN 모델의 기준이 된 KNICS 원자로 보호계통 소프트웨어의



V&V 개요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8 KNICS V&V 개념도

요구명세 단계와 설계 단계의 주요 V&V 활동은 인허가 적합성을 위한 검토

(Review)이며 구체적으로는 Fagan inspection, formal verification등이 포함되어

있다. KNICS의 V&V에서는 인허가 적합성의 준수를 위해 BTP HICB-14를 따

르고 있는데, 승인 기준을 위한 특성은 크게 “functional" 특성과 ”process" 특성

으로 구분된다. “functional" 특성은 소프트웨어의 내부 동작을 나타낸 결과물(문

서)의 수용성( acceptability) 요건에 대한 기준이며 ”process" 특성은 개발 과정

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1) BBN 모델 구축

KNICS RPS 소프트웨어의 V&V를 기준으로 하여 BBN 그래프를 구성하였으

며 대상 소프트웨어는 비교논리 프로세서(BP)이다. 각 개발 단계별로 component

level class와 결함 수 추정 class를 기본으로 하여 BBN 그래프를 만들었고, 다

음 단계로 이들을 조합하여 개발 phase BBN을 만들었으며,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개발 단계별 phase BBN을 연결하여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기반 BBN을 완성하였다. 정량화와 관련된 각 노드(변수)의 조건부 확률 분포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의 설정은, 공정/기능/검사

(Process/Function/Inspection) 변수의 입력 값은 본 과제의 전 단계에서 수행된

요구명세서와 설계명세서 평가 BBN을 구출 할 때 만들어진 node probability

table(NPT)의 값을 참조하였고, 새롭게 추가된 변수에 대해서는 균등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또한 공정/기능/검사(Process/Function/Inspection)의 품질 평가 단계

는 5단계로 “Very high" "High" "Medium" "Low" "Very lwo"로 설정하였고 구

간 전체 단계는 0~1의 값을 가진다. 각 단계는 0.2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9 개발 생명주기 전체를 나타낸 V&V 기반 RPS_BP 평가용 BBN

그래프

(2) BBN 계산 및 분석

모델의 입력 값은 KNICS RPS SW(BP)의 V&V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전

문가가 정량화하였다. 각 특성별 값의 정량화 방법은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V&V 체크리스트 수와 그 평가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어떤 특성에 해당하

는 체크리스트가 완전하면 1점을 부여하고 미비하면 0.5점 그리고 불완전하면 0

점을 부여한 후 이들 체크리스트의 합산 값을 체크리스트 개수로 나눈 값을 해

당 특성 BBN 변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 정성적으로 평가된 V&V

체크리스트의 평가 값 정량화를 위한 참고는 Sherman Kenton 의 ranking scale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입력 값을 사용하여 계산된 요구명세단계의 Function 특성 BBN의

계산 결과, Process 특성 BBN의 계산 결과, Inspection 특성 BBN의 계산 결과



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10 Function 특성 계산 결과

그림 3-11 Process 특성 계산 결과



그림 3-12 요구명세단계의 Inspection 특성 BBN의 계산 결과

사례연구의 대상인 KNICS RPS BP 소프트웨어가 본 사례 연구 시점에서는

완성 단계가 아닌 개발 중간 단계(KNICS는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모델 중

에서 나선형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음)였고 또한 부분적으로 인허가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료의 보안과 관련하여 본 사례연구에서는 일부 수정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BBN에 입력한 데이터도 실제 V&V 평가 결과 중에서 일부만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3부터 그림 3-17까지는 각 개발 단계별 BBN 계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 별로 전단계의 결함 수, 개발과정과 문서화(documentation)에 수반한

결함의 도입 수, 그리고 inspection 관련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거된 결함의 수

와 마지막으로 해당 단계의 최종 결함 수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각 단계의

최종 결함의 수는 function 특성과process 특성의 평가에 따라 도입된 결함의 수

에서 inspection의 평가에 따라 제거된 결함의 수를 뺀 나머지가 되며 변수

“final defect in current phase"에서 나타난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current phase

대신에 각 단계의 이름이 나타나있다. 한편, 소프트웨어 요구명세서 작성의 기본



이 되는 시스템 요구명세서의 결함의 수는 0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는데, 이는

다른 수치(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결함 분포 등)를 사용하여 계산 가능하다.

그림 3-13 요구명세단계의 BBN 계산 결과



그림 3-14 설계단계의 BBN 계산 결과



그림 3-15 구현단계의 BBN 계산 결과

그림 3-16 소프트웨어 통합단계의 BBN 계산 결과



그림 3-17 Validation(계통 시험) 단계의 BBN 계산 결과

그림 3-17의 BBN에서 우측 아래쪽에 나타난 변수 “failure per year”는 변수

final defects in validation phase (최종 소프트웨어의 결함 수)와 변수 operation

environment (소프트웨어에 내재된 결함을 고장으로 야기하는 운전 조건)의 조

건부 확률로 NPT가 만들어져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확률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동 소프트웨어의 실제 운전 자료의 부족, 국내외적으로 유사 안

전 소프트웨어의 고장에 대한 자료 부족, 전문가들의 의견 불일치 등) 이 부분은

BBN으로 계산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임의의 수로 처리하였고, 따라서 본

그래프의 수치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는 본 BBN 방법론의 case study 결과를 소프트웨어 이상상태 보고서 등과 같은

V&V 관련 평가 자료와 비교한 결과 V&V전문가의 추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소프트웨어는 추후 원전에 실제로 운용될 계획인바 그렇게 되면 고장 이

력 자료에 의해 본 BBN 모델에서 전문가의 판단으로만 결정한 변수들의 NPT

값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또한 이들 수치를 사용한 계산 결과와 고

장 이력을 비교하여 모델의 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 동안

정성적 평가 위주의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 방안

이 제시 되었으며, 원전 안전계통 디지털 시스템의 PSA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

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개발할 수 있었다[엄흥섭, 2009].



2. 시험 기반 SW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일반적인 시험기반 SW 신뢰도 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통상적인 소프트웨어의 시험에서는 반복시험을 통하여 검출된 고장의 빈도를 바

탕으로 하여 SW의 고장 확률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경우

초고신뢰도의 안전필수 SW의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회수의 시

험이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90%신뢰수준으로 SW의 오류확률이 10-6 보다

작다는 것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2.3×106번의 시험

이 무오류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안전필수 SW는 모두 주어진 입력 신호를 처

리하여 최종 출력을 생성하는 단순한 신호 흐름을 가지며, 특히 그 신호가 공정

변수 값인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SW 신뢰도 평가 방법

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의 특성과 안전필수 소프트웨어

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운영환경에서 예상되는 SW의 고장 확률의 정량

화와 적은 시험횟수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Input-profile을 이용한

시험 기반 신뢰도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가. 디지털 시스템의 특성에 따른 입력 영역(input domain)의 제한

디지털 시스템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사용하여 계측 센서의 입

력을 처리하기 때문에 k개의 bit로 변환하는 ADC를 이용하면 2k 레벨의 값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읽어 들인 값을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처리하여

최종 결과값을 출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스캔 주기(scan cycle)에 따라 반복

함으로서 거의 실시간처럼 보이는 출력을 생성하게 된다. 즉, 디지털 기기에서는

연속된 것처럼 보이는 출력이 실시간처럼 생성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느 특

정시점에 고정된 입력값에 기초한 결과이며, 이 고정된 시점의 입력값은 ADC를

이용하여 디지털로 변환된 것일 뿐 연속된 값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스

캔 주기가 매우 빠르게 반복되므로 마치 실시간처럼 보이는 것이며, ADC의 해

상도가 높기 때문에 마치 연속된 값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단속된 디지털 값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신호처리의 특성에 의해서 실제 입력 영역

(input domain)은 연속된 무한한 값이 아니고 2k 의 제한된 개수의 입력중의 하



나로 귀결되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SW 시험에서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실제 SW 사

용 환경에서의 입력과 동일해야 하므로, 원자로보호계통(RPS)이나 공학적안전설

비작동계통(ESFAS) 같은 안전필수 계통의 시험 입력(test input)은 원자로 정지

같은 보호 조치를 활성화시키는 값이어야 한다. 보호 조치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값은 이에 대해 계통이 오류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전계통의 시험입력으로서 의미가 없다. 즉 정지변수의 설정

치를 넘어서는 범위만이 시험 입력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실제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21.000001과 21.000002가 다른 값이지만, ADC를 거처 디지털로 변환

된 값은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동일 입력에 따른 시험은 여러번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시험횟수(n)는 2k 보다 적은 숫자가 된다.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의 특성상 input profile은 시스템의 스캔 주기에 따라

변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지변수의 값이 설정치를 넘어서면 스캔 시점에

demand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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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입력 영역을 고려한 demand 생성

나. 시험결과에 기반한 SW 오류 확률 정량화

(1) SW에 고장이 없을 때 pfd 추정치

요구시실패확률(probability of failure upon demand; pdf)을 계산하여 SW 오

류 확률 정량화하였다. 연속적인 요구(demand) 사이에 통계적 독립성을 유지한

다는 가정 하에 이항분포의 공액분포(conjugate distribution)인 베타분포를 이용

하여 demand에 따른 SW 오류 확률을 정량화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다.



    


 


,

이때, 은 전체 demand 수이고 베타분포의 모수인 , 는 1로 가정하였다.

Demand의 수가 증가하고 SW에서 고장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demand에 따른

SW의 오류 확률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감소하며 0.001의 pfd를 얻기 위해서는 998

회의 demand가 요구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998회의 시험을 오류없이 통과한다면

pdf는 0.001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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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오류 없이 수행된 demand의 증가에 따른 pfd의 변화

RPS 변수의 정지신호를 처리하는 SW에서는 동일한 입력 값에 대해 여러 번

의 demand가 발생하나 그 입력 값에 대하여 한 번의 시험이 시행되면 성공과

실패 오직 2개만의 결과가 나오고 한 번 시행한 시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베르누이 시행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디지털ADC의 특징을 고려하여 각

각의 디지털값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베르누이 분포의

공액분포인 베타분포를 각 구간(i)에 대해 별도로 적용한 후 전 구간에 대한 SW

오류확률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이때 은 각 정지신호 오류 확률이며 은 각 입력구간의 정지신호 발생 확



률이다.

각 구간의 정지신호에 대한 시험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으로, 고

장이 발생하면  로 할당할 수 있다.

다.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재상실사고(LOCA)에의 시범 적용

MARS 코드(열수력 코드) 시뮬레이션 결과와 input profile 생성함수를 이용

하여 operational input profile을 생성하고 소프트웨어의 고장확률을 계산하였다

([Kang, 2008], [Kang, 2009]). OPR1000의 냉각재 상실사고(LOCA)에 대한 가압

기 압력신호 input profile을 생성하기 위하여 USNRC에서 수행한 안전성 분석을

근거로[NRC, 2005] 냉각재 상실 사고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발생빈도

비율 계산하였다. MOSAIQUE 툴(분포별 MARS 자동 실행 툴)을 이용하여 울진

3&4호기 발전소 모델에 대하여 스캔 시간과 그룹에 따른 demand 발생 빈도 계

산을 수행하였다.

ID
Hole 

Diameter
(m)

Probabilit
y

Probabilit
y

Fraction
1 0.0127 5.44E-03 9.22.E-01

2 0.0413 4.47E-04 7.58.E-02

3 0.0762 1.18E-05 2.00.E-03

4 0.1778 1.10E-06 1.86.E-04

5 0.3556 8.40E-08 1.42.E-05

6 0.7610 1.50E-08 2.54.E-06

표 3-2 원자로냉각재상실사고 파단 크기별

발생확률

따라서 먼저 각 파단크기별로 도달가능한 최대 입력값(Dmax)을 구하고 모든

파단크기에 대하여 이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input profile을 생성하게 된다.

input profile을 생성하는 절차를 개략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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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Input profile 생성 절차 개념도

해당 기기의 스캔타임과 ADC의 해상도에 따른 input profile의 변화가 있는

데, 다음 그림은 12비트 ADC를 채용한 경우의 LOCA사고시의 가압기 압력신호

의 input profile를 나타내고 있다. 스캔주기(30 msec, 50 msec, 100 msec,

200msec)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1 12비트 ADC를 채용한 경우의 LOCA사고시의 input

profile

파단 크기에 따라 가압기 압력 변수의 값이 달라지므로 각 그룹별로 input

profile 생성 후 각 그룹의 발생빈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입력 영역 전체에서

demand 발생 확률이 1이 되도록 하는 input profile 생성 함수를 개발하였다. 아

래 그림은 이와 같이 시험 기반으로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론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MARS 코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지변수에 존재하는 편

차에 따라 input profile을 작성하면 정지변수의 표준편차에 따라 다른 형태의

input profile이 나타나며 정지변수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설정치를 더 많이 넘어

선 값에서 정지 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림 3-22 시험 기반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

생성된 Input profile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demand 발생 확률이 높은 값을 우선적으로 시험할수록 효율적인 시험이 될 수

있다. OPR1000의 원자로 보호 계통에서 ADC의 해상도는 12비트이며 스캔주기

를 100ms이므로 정지변수의 표준편차가 1%인 경우 0.001 보다 낮은 소프트웨어

의 고장확률을 얻기 위해서는 demand 확률이 높은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시험하

여 237번째 구간까지의 시험이 필요(아래 표)하게 된다.

그림 3-23 정지변수의 표준편차에 따른 input profile



Number
of Tests

SW Failure
Probability

Number
of Tests

SW Failure
Probability

1 0.988958 …
2 0.977918 100 0.166126

3 0.9668813 …
4 0.9558512 200 0.0056038
5 0.9448293 …
6 0.9338178 236 0.0010798

7 0.9228187 237 0.0010281
8 0.9118341 238 0.0009787

표 3-3 시험 회수에 따른 소프트웨어 고장

확률

기존의 일반적인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99% 신뢰수준으로 동일한 수준의 소

프트웨어 고장 확률을 얻기 위해서는 4503번의 시험이 무오류로 시행되어야 하

나 본 연구의 시험 기반 SW 신뢰도 평가 방법론은 디지털 시스템의 특성을 고

려하므로 적은 시험으로도 안전필수 소프트어의 높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다.

본 방법론은 외부에서의 입력 한가지만을 시험의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지만,

현재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기내의 상태에 해당하는 내부변수와 다중 외부변

수를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3.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률 모형 개발 및 검증

가. 원전 PSA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률 모형 개발

본 과제에서는 확률 모형 기반의 SW 신뢰도 평가 방법론 중 대표적으로 신

뢰도 성장 모델(Reliability Growth Model; RGM)을 원전 PSA에 적용하는 과정

에서의 가능성과 주요 한계점을 분석하고, RGM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을 개발하였다.

RGM의 원전 PSA에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개발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고

제거된 적절한 자료가 있을 경우, 안전필수 SW의 신뢰도를 계산하는데 RGM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SW 내 전체 결함 수의 변화가 SW 신뢰도 고장회수에

매우 민감한데, 안전필수 SW의 경우 신뢰도 성장 모델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수

의 고장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위의 한계

점 하에서 RGM을 원전 디지털 I&C PSA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

법에 의해 적용성을 평가한 후 타당성이 확보될 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소프트웨어 신뢰도 성장모델의 적용성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1) 모델의 선정

① 구현 가능성 및 예측 능력을 고려한 모델의 선정 (또는)

② 유사한 프로젝트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

의 선정

(2) 소프트웨어 신뢰도 목표 설정

① 신뢰도 할당에 의한 목표 설정 (또는)

② 운전 경험 기반의 신뢰도 평가에 의한 목표 설정

(3) 선정된 모델의 적용 범위 도출

①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 분석

② 신뢰도 목표 범위 내의 파라미터 값 도출

(4) 확보된 데이터나 각종 추정치가 적용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RGM에 따라 SW 신뢰도 자료 획득

(5) 획득된 신뢰도 자료의 PSA 모델 적용 후 검증



Start

End

Model Selection

Reliability Goal Setting

Failure Data Acquisition

Application Ranging

Fit-to-Data Based Model Selection

Experience Based Goal Setting

Relationship Analysis for Major 
Parameters According to Goal

Application of Software Failure Data to 
NPP PSA

Determination of Applicab le Range

Reliability Allocation Based Goal Setting

Prediction Capability Based Model Selection

Y

N
Experience Data Availab le ?

Y

N
Experience Data Availab le  ?

Acquisition of Software Failure Data 
Based on the Selected Model

Application to  PSA

그림 3-24 원전 PSA의 SRGM 적용성 평가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서, SRGM의 한계점을 회피하여 원전 디지털 I&C

PSA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성을 평가한 후 적용 타당성이 확보될 때 적용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 적용성 평가방법은 먼저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률모형에 대한 모델을 선

정하는 것으로, 모델 선정은 (1) 구현 가능성 및 예측 능력을 고려한 모

델의 선정 또는 (2) 유사한 프로젝트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적

합한 모델의 선정 중에서 선택한다.

- 다음 단계로 소프트웨어 신뢰도 목표치를 설정한다. 신뢰도 목표치는 (1)

신뢰도 할당에 의한 목표 설정 또는 (2) 운전 경험 기반의 신뢰도 평가

에 의한 목표 설정을 통하여 설정치를 도출한다.

- 다음 단계로 선정된 모델의 적용범위를 도출한다. 적용범위 도출은 (1)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 분석 또는 (2) 신뢰도 목표 범위 내의 파라미터

값 도출을 통하여 수행한다.

- 다음 단계로 확보된 데이터나 각종 추정치가 적용 범위 내에 있다고 판

단될 경우, 해당 RGM에 따라 소프트웨어 신뢰도 자료를 획득한다.

- 마지막 단계로 이러한 획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RGM 결과의 PSA

적용 및 검토를 수행함한다.

예측 능력 및 데이터의 가용성 관점에서 RGM 모델의 원전 적용성 평가 및

결과는 아래와 같다.

- 평가 대상 모델: Two Parameter Models(Delayed S-shaped Growth Model,

Exponential Model, Logarithmic Poisson Model)와 Three Parameter

Models(Imperfect Debugging Model, Inflection S-shaped Growth Model,

Logistic Model)

-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 (4종류): 1) Yamada, S. et al. 1983 (S-Shaped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ing for Software Error Detection), 2)

Kapur, P.K. et al., 1990 (Optimal Software Release Polices for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s under Imperfect Debugging), 3) Musa, J.D. et

al., 1984 (A Logarithmic Poisson Execution Time Model for Software

Reliability Measurement), 및 4) Obha, M., 1984, (Software Reliability

Analysis Models)

- 평가 결과: Two Parameter Model 중에서는 Delayed S-shaped Growth

Model이 자료와의 일치성 및 예측 능력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평

가됨. Three Parameter Model 중에는 Inflection S-shaped Growth

Model이 자료와의 일치성 관점에서는 가장 좋으며, Logistic Model이 예



측 능력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됨. 한편, 예측 능력 관점에

서는 모든 모델 중 Logistic Model이 가장 뛰어남.

원전 디지털 I&C PSA 관점에서는 예측 능력이 뛰어난 모델이 유리한 측면

이 있어 Logistic Model을 선정해야 하나, 원전 디지털 I&C의 특성 상 자료 획

득 차원이나 초고신뢰도가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구현이 쉬우면서도 예측 능력이

뛰어난 Delayed S-shaped Growth Model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다.

<적용성 평가 방법 적용 사례: Delayed S-shaped Growth Model>

(1) 소프트웨어 신뢰도 목표 설정

18개월 무오류 작동확률을 0.99과 0.999로 가정

(2) 선정된 모델의 적용 범위 도출

- Delayed S-shaped Growth Model의 a (시험 직전에 프로그램 속에 내재되

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총 고장 수), b (임의 시점에서의 에러 발생율)

사이의 관계를 각 신뢰도 목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MATLAB 시뮬레이

션으로 도출

+ 신뢰도 목표가 0.99인 경우

a 1 2 5 10 20 30 40 50
b 1.14E-5 7.90E-6 4.90E-6 3.40E-6 2.40E-6 1.90E-6 1.70E-6 1.50E-6

+ 신뢰도 목표가 0.999인 경우

a 1 2 3 4 5 6 10 20
b 3.40E-6 2.40E-6 1.90E-6 1.70E-6 1.50E-6 1.40E-6 1.00E-6 0.90E-6

- 신뢰도 목표가 0.99이고 시험 직전 프로그램 속에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

측되는 총 고장 수를 5라고 할 수 있다면, 에러 발생율은 4.90E-6이 됨.

이것은 이러한 에러 발생율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결과 자료가 확보될

때에 본 모델을 PSA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3) 신뢰도 목표 설정과 총 고장 수 예측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따라서

기 확보된 데이터나 각종 추정치가 신뢰도 목표 설정 및 총 고장 수 예측

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계산된 에러 발생율을 시험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획득된 SW 에러 발생율 또는 신뢰도 목표



자체를 PSA에 적용

예를 들어, 시험 자료가 다음 표와 같이 나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자.

MONTH CNF MONTH CNF MONTH CNF
1 1 5 18 9 30
2 3 6 21 10 31
3 11 7 24
4 15 8 27

위 표에서 우리는 10개월의 시험 후에는 고장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RGM 모델 중 Delayed S-shaped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비선형 추정을

하면 a는 37.0281, b는 0.326899가 된다. 국내 원전의 경우 평균 13주에 한번 일

탈(Deviation)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10개월 (43주) + 13주, 즉 56주 시

점의 신뢰도를 구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즉 R(x=13|t=56) 값이 추정 신뢰도

값이 되며 이는 Delayed S-shaped Growth Model에 적용하면 0.999992125가 된

다. 이 값은 신뢰도 목표치 0.9999보다 높은 값으로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원

전 PSA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위 표와 같이 충

분한 시간동안 진행된 시험에서 신뢰도 목표치에 근접한 신뢰도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 RGM을 원전 디지털 I&C PSA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결론적으로 RGM의 원전 디지털 I&C PSA 적용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신뢰도 목표가 사전 결정되어야 함

(2) 프로그램에 내재된 총 고장 수에 대한 예측 근거가 확보되어야 함

(3) 계산값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기 위한 디버깅 및 시험 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위와 같은 RGM의 원전 디지털 I&C PSA 적용 조건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에

내재된 총 고장 수에 대한 예측을 BBN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할 것이

권고되며, 통계적 유의성을 갖기 위한 디버깅 및 시험 시간 확보,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확인 및 검증 활동 품질 제고가 뒷받침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RGM은 신뢰도 목표가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른 성공 임무

시간을 역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신뢰도 목표에 따른 성공 임무

시간을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디버깅 및 시험 자료가 확보될 경우 신뢰도

목표 값이 원전 디지털 I&C PSA에 직접 사용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측면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통계추론 기반의 소프트웨어

RGM은 데이터나 모델 자체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모델 자체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은 원전 PSA의 불확실성 처리 과정에 포함되

는 개념이므로 큰 문제가 없으나 데이터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제어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에 내재된 총

고장 수 예측 시 활용한 정보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도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BBN 모델에 통합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본 연

구의 향후 과제로 남는다.

나. 디지털 시스템 고장자료 등을 통한 모형 검증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추론 기반

소프트웨어 성장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내 원전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

전 안전계통에 대한 소프트웨어 고장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

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디지털 안전계통 운전 이력이 짧고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

한 고장 이력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KNICS (Korea Nuclear Instrumentation & Control Systems)

과제에서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RPS: Reactor Protection System)을 개발하면

서 PLC 기반의 원자로보호계통 소프트웨어도 구현 및 시험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델 평가절차 및

방법을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고장 데이터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KNICS RPS 계통시험 문서를 확보하여 시험결과 및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KNICS RPS 계통시험에서 총 13건의 시험부적합사항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소프트웨어 확률기반 신뢰도 모형인 SRGM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

웨어 고장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하여 13건의 시험부적합사항보고서를 정밀 분석

하였으며, 이 중에서 단순히 시험 설치상의 오류나 시험절차 상의 오류와 같은

안전기능 소프트웨어 고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장 데이터는 배제하고 안전기

능 소프트웨어 고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고장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아래 그림

3-25는 KNICS RPS 계통시험단계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 고장 데이터이다.



그림 3-25 도출한 KNICS-RPS 소프트웨어 고장 데이터 이력

통계추론 기반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델은 두 가지 입력유형이 있다. 하나는

고장발생 간 시간이력이고 다른 하나는 임의의 시간 구간 내에서 발생한 고장

개수이다. 그림 3-25와 같은 소프트웨어 고장 데이터는 임의의 시간 구간 내에서

발생한 고장 개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그림 3-25에 나타난 소프트웨어 고장

데이터는 고장발생율과 누적 고장수를 보여 주고 있다.

고장이력은 지연된(delayed) S 곡선보다는 지연 포락(saturated) 곡선을 보여

주고 있으며, 데이터 이력에 대한 고장 발생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 안

전계통 소프트웨어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으로 원전 안전소프트웨어는 개발 시

철저한 소프트웨어 검증과 안전성 분석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반 상용 소프트웨

어와는 달리 고장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데이터에 확률기반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델이 적용가능 한지 파악하

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SMERFS III를 사용하여 산

뢰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3-25와 같은 KNICS RPS 소프트웨어 계통시험



고장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그림 3-2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26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델 적용 결과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은 여러 분야에서 제시되어 전체적

으로는 100개 이상이 모델이 제시되었고, 그림 3-26에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

으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델을 활용한 것이다. 그림 3-26에 나타난

것처럼 그림 3-25와 같은 고장데이터는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고 데이터 정보의

일관성의 결여로 대부분의 모델이 적용되기에는 불확실성이 큼을 알 수가 있고

단지 Schneidwind Model Type II(S-T2)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Schneidwind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고장이력이 Nonhomogeneous Possion

Process (NHPP)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Schneidwind 가 제시한 NHPP에

대한 평균고장 이력은 다음 식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위의 식에서 μ는 시간 t에서 평균 소프트웨어 고장개수를 나타내고 α 와 β는

모델 계수이다. 모델 계수 (α, β)는 SMERFS III 도구에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하며 추론한 값은 (α = 17.34496, β = 0.33696)이다. 이를 기반으로 원자로보

호계통 소프트웨어 임무시간을 40일로 하였을 경우에 구한 신뢰도 값은 0.512로

나왔다.

원전 안전계통에 구동되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목표는 0.9999로 이 목표 값은

전년도에 도출한 바 있다. 수집한 KNICS RPS 소프트웨어 고장이력 데이터는

계통 시험 중에 수집한 자료로서 완료단계에서 발생한 고장 데이터가 아니라서

실제 신뢰도 평가 값은 목표 설정치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신뢰도 목표 설정치에 이르기 위한 기간 산정은 다음 식을 통하여 추론

할 수 있다.

 













 

ln 




위의 식에서 α 와 β는 그림 3-25의 고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한 값이고 Ro

는 신뢰도 목표 설정치를 나타내며 tM 은 임무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2)식을

이용하여 구한 필요 기간은 39.03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

40일간의 실제 운전환경과 비숫한 환경에서 구동하였을 때 아무런 고장없이 소

프트웨어가 구동하거나 40일간의 시험결과 특별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설정

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설정치를 만족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적용하고 평가한 결과를 통하여, 원전 안전 소프트웨어는 고장희박사

건(Rare Event System)으로 분류되는 시스템이라서 일반적으로 고장 데이터가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에 비하여 고장빈도가 높지가 않다. 따라서 고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추론을 수행하는 기존의 확률모형 소프트웨어 모델은 일례로 보인

KNCS RPS 소프트웨어 고장 데이터에 적용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적용된

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존의 확률기반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델의 추론 능력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있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고 실제 취득한 소프트웨어 고장데

이터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음에 기인하기도 한다. 앞의 결과는 후자의

인자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후자의 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 된

다고 하더라도 안전 소프트웨어의 고장이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확률모형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델의 평가값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게 된다.



다. 임베디드 시스템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소프트웨어의 고장은 소프트웨어 자체의 설계 결함 외에도 하드웨어와의 상

호작용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신뢰도 관점에서 정량

화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서는 FPGA나 CPLD와 같은 전형적인 임베디드 시스템

의 신뢰도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PGA 및 CPLD 개발 및 검증절차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검증절차와 동일하고, 하드웨어의 전이적 결함(Transient Fault)이 논리 수행 및

데이터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동일하여 상호작용 고장이 소프트웨어

고장에 포함되는 것을 가정하였고,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을 검

토하여 타당한 경우 소프트웨어 신뢰도 확률 모형을 직접 적용하고, 타당하지 않

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신뢰도 확률 모형을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로서는 모델체킹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고장과 상호작

용 고장의 분류 가능성 검토 방법을 제안하였다. 모델체킹은 특정한 특성을 시스

템이 만족하는가의 여부를 알려주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 반례를 제공, 이러한 특

징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고장을 포함하는 시스템과 상호작용 고장을 포함하는

동일한 기능의 시스템이 특정 특성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의 반례를 비교 검토하

여 소프트웨어 고장과 상호작용 고장의 분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방법

은 위에서 언급한 상호작용 고장이 소프트웨어 고장에 포함된다는 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27 모델체킹을 이용한 고장 분류 가능성 검토 방법



제 2 절 디지털 계통의 HW 설계 특성에 따른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1. 다중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고신뢰성임무(high-reliability mission) 뿐만 아니라 고안전성임무(high-safety

mission)를 갖는 원전 디지털 I&C 안전계통의 중요한 설계특성 중 하나는 발생

가능한 결함의 자동 검출 및 안전조치를 위해 디지털 기기간의 다양한 다중 상

호 감시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다중 상호 감시

기능에 대한 신뢰도의 정량적 평가는 디지털 I&C 확률론적안전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기기의 다중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

도가 디지털 계통에 대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인자들 중 하나로 밝혀진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Kang, 2002]

디지털 기기의 다중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방

법론 및 이와 관련된 연구는 해외에서는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에 개발된 사례는 8비트 프로세서인 인텔 8051에 대한 VHDL(VHSIC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기반 결함주입실험

(simulation-based fault injection experiments) 방법론의 개발이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다. [Kim, 2006], [Lee, 2006]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32비트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서에 적용이 가능

한 다중 상호 감시기능 신뢰도 평가 방법론 및 평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가 되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1) 원전 디지털 계통에서 다중 상

호 감시기능 구현 및 신뢰도 평가에 대한 이론 정립, (2) 결함검출률 평가 모형,

결함 분류 체계 수립 및 결함주입실험환경 구축, (3) 32-bit 프로세서의 결함주입

실험 수행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상호 감시기능의 신뢰도 해석 모델 연구, (4) 원

전 디지털 I&C 안전계통의 AI(아날로그입력) 모듈에 대한 결함주입실험 환경 구

축 및 실험결과 해석 및 (5) 원전 디지털 I&C 안전계통의 CPU(중앙처리장치)

보드에 대한 결합주입실험 환경 구축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가. 원전 디지털 계통에서 다중 상호 감시기능 구현 및 신뢰도 평가에 대

한 이론 정립

안전관련 원전 디지털 계통에서 다중 감시는 계통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련 원전 디지털 계통에서는 감시

타이머 등 외부 기기를 이용한 기기 상태감시는 물론 다중화된 기기내의 상호

감시, 자동화된 주기시험을 통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계통의 건전성을 다각도로

감시하고 있다. 이들 중 감시타이머 및 다중 상호감시는 안전등급 기기들로 구현

되는 고장내구성 기법이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이런 기법들

의 유효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중 상호 감시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processor)들이

자신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방

식이 있다. 예를 들면, 울진 5, 6호기에 설치된 디지털발전소보호계통에서 바이스

테이블프로세서(Bistable processor)는 LCL 프로세서(Local Coincidence Logic

processor) 등에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상태 정보를

알리고, LCL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수를 같은 채널의 다

른 LCL 프로세서들 및 바이스테이블프로세서에게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건전성

이 감시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이상이 발생하여 잘못된 상태정보가 전달될 경

우 해당 기기는 작동 불능상태인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안전신호가 발생되

게 된다.

지금까지 다중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위해 별도로 정립된 방

법론은 없으며, 하나의 프로세서 내부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 프로세서를 감

시하는 다른 프로세서가 발생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인 결함검출률을 통

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상호 감시를 하는 둘 이상의

프로세서들에게서 동시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일고장(single failure) 가

정에 기반하고 있다. 문헌 조사 결과, 감시 대상이 되는 프로세서의 건전성을 확

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계된 감시프로세서(Watchdog processor)를 이용하여 감시대상 프로세서

에 대한 결함검출률을 평가 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이 되었고,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일시적 결함(transient fault)의 발생에 대비한 프로세서 건전성

감시 알고리즘 및 그에 대한 결함검출률 평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금

융 등의 분야에서는 일시적 결함에 의한 오동작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안전계통에서 일시적 결함보다 원전

안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구적 결함(permanent fault)에 의한 영향

및 이에 대한 결함검출률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나. 결함검출률 평가 모형, 결함분류 수립 및 결함주입실험 환경 구축



다중 상호 감시기능 신뢰도 평가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위하여 그림

3-28과 갈은 결함검출률 평가 기본 모형을 개발하고, 그림 3-28의 기본 모형에

의하여 다중 상호 감시기능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는 시스템 관련 인자와 결함

관련 인자를 명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디지털시스템 출력과 결함진단결과의 조

합에 의한 결함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문헌검

토 등을 통하여 시스템 관련 인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지털시스템 입력,

결함진단알고리즘의 4가지를 선정하였고, 결함 관련 인자는 결함발생시간, 결함

위치, 결함종류, 결함지속시간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문헌검토 등을 통하

여 결함영향은 영향 없음(no effect), 검출됨(Detected), 잘못된 출력 (Wrong

output), 무한루프 (infinite loop)의 4가지 카테고리(category)로 분류하였다.

다중 상호 감시기능 신뢰도 평가 방법론이 만족해야 할 요건(requirement)을

설정하여, 8개 인자 각각이 만족해야 할 요건들을 정리하여 표 3-4와 갈은 요건

표를 작성하여, 추후 개발될 원자력발전소 디지털시스템에 대한 다중 상호 감시

기능 신뢰도 평가 방법론들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서로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림 3-28 결함검출률 평가 기본 모형



표 3-4 다중 상호 감시기능 신뢰도 평가 방법론에서 고려해야 할 8개 인자들

및 관련 요건

고려되어야 할 인자 관련 요건

시스

템

관련

인자

하드웨어

(hardware)

32비트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또는 프로세서(processor)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software)

소스 코드(source code) 수준이 아닌 이를

컴파일(compile)한 이후 결과물인 이진코드

(binary code)를 입력 값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시스템 입력

(digital system

input)

모든 범위 및 모든 가능한 조합의 입력 값

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결함진단알고리즘

(fault detection

algorithm)

소프트웨어 내부적인 결함진단알고리즘 뿐

만 아니라, 감시타이머(watchdog timer), 감시

프로세서(watchdog processor)에 의한 감시 및

다른 프로세서와의 상호감시를 고려할 수 있어

야 한다.

결함

관련

인자

결함발생시간

(fault occurrence

time)

소프트웨어의 수행 개시 이전, 수행 도중,

수행 완료 이후에 발생한 결함을 고려할 수 있

어야 하며, 이진코드 명령어(instruction)의 단

계(step) 수준의 시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

다.

결함위치

(fault location)

디지털시스템 내부의 모든 부품들에 대해서

결함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결함의 종류

(fault type)

비트(bit) 단위의 0고착결함(stuck-at-0

fault) 및 1고착결함(stuck-at-1 fault), 그리고

비트전환결함(bit flip fault)을 고려할 수 있어

야 한다.

결함 지속시간

(fault duration)

일시적 결함(transient fault), 간헐적 결함

(intermittent fault), 영구적 결함(permanent

fault)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0에서부

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범위의 결함 지속시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결함검출률에 대한 평가는 결함주입실험(fault injection experiment)에 의한

평가가 대부분이며, 일부 이론적인 평가를 시도한 연구가 있다. 결함주입실험 방

법들은 크게 물리적 결함 주입(physical fault injection), 소프트웨어 이행 결함

주입(software-implemented fault injection, SWIFI), 시뮬레이션기반 결함 주입



(Simulation-based fault injec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3-5는 결함주입실험

방법에 따른 구현방법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다중 상호 감시기

능 신뢰도 평가 방법론에서 고려해야 할 8개 인자들에 대한 관련 요건들 및 본

연구에서 처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종류의 결함주입실험 기법들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여 표 3-5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뮬레이션기반 결함 주입

(Simulation-based fault injection)에 따른 결함검출률 평가 환경을 개발 및 구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8비트 프로세서의 경우 인텔(Intel) 8051 등에 대한

하드웨어 모사언어 (VHSIC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VHDL) 모형들이

공개되어 있어, 이들을 기반으로하는 시뮬레이션-기반 결함주입실험의 수행 및

이를 통한 결함검출률의 평가가 가능하지만, 현재 원자력발전소 디지털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32 비트 프로세서들에 대한 VHDL 모형은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

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활용가능 기술들에 대한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인서킷(In-Circuit) 디버거(debugger)/에뮬레이터(emulator)를 결함

검출률 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인서킷 디버거/에뮬레이터는 내장형

디지털시스템(embedded digital system) 환경하에서 소프트웨어의 디버깅

(debugging) 목적으로 개발되어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소프트웨어

디버깅 기능을 결함검출률 평가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서킷 디버거/에뮬레이터를 활용한 결함주입은 시뮬레이션 기반 결함

주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32 비트 프로세서들에 대한 모형 또는 실제 32

비트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디버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디지털시스템에 결함을

주입하고 그 영향을 관찰하게 된다. 이를 통해, VHDL 모형을 활용하는 시뮬레

이션 기반 결함주입에 비해서는 주입할 수 있는 결함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단점

이 있으나, 분석자가 결함 관련 인자들을 완전하게 제어하는 상태에서 시뮬레이

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32비트 프로세서와 연결을 할 경우 실제 하드웨어

에 결함을 주입하여 그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서킷 디버거/에

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결함주입을 하는 방안을 표 3-4에서 제시된 요건들에 따라

서 평가를 한 결과, 시스템 관련 인자들에 대한 요건들은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결함 관련 인자들에 대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결함발생시간 요

건만을 만족하고, 결함위치, 결함종류 및 결함지속시간 관련 요건을 충분하게 만

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결함종류 및 결

함지속시간 관련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결함주입실험 방법을 추가적으로 개

발하였으며, 추후 결함위치 관련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인서킷 디버거를 통하



여 주입할 수 없는 결함들을 어떻게 인서킷 디버거에 대응(mapping)시킬 수 있

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3-5 결함주입실험 방법에 대한 구현방법 및 장단점 비교 결과

졀함주입 방법
결함주입 방법에 대한 간략한 구현방법 및

장단점

물리적 결함주입

(physical fault

injection)

구현
중이온 조사(heavy-ion irradiation) 또는 핀수

준 교란(pin-level disturbance) 등

장점
실제 디지털시스템에 결함을 직접 주입하여 그

발현 결과를 관찰

단점

실험 환경 구현이 어렵고, 일시적 결함만을 구

현할 수 있으며, 표 3-4의 결함 관련 인자들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음

소프트웨어-이행

결함주입

(software-implement

ed fault injection)

구현

디지털시스템 하드웨어에서 결함이 발생할 경

우, 하드웨어 결함이 소프트웨어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수정

장점 비교적 손쉽게 결함 주입을 구현할 수 있음

단점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에 발생하는 결함과 소프

트웨어적으로 구현되는 결함 사이에 괴리가 발

생

시뮬레이션-기반

결함주입

(simulation-based

fault injection)

구현 VHDL 모형이 존재할 경우, 이들 모형을 수정

장점

비교적 손쉽게 결함을 주입할 수 있고, 물리적

으로 발생하는 결함을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음

단점 VHDL 모형을 쉽게 구할 수 없음

다. 결함주입실험을 통한 디지털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용 해

석 모델 연구

32-bit 프로세서 결함주입실험 환경을 기반으로 결함주입실험을 수행하고, 실

험결과를 이용하여 해석적 신뢰도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

하여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결함검출률 평가 방법 및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표 3-6과 같은 결함검출률 시험 평가 환경을 설정하였으며, 평가 수행을 통해 그



림 3-29와 같은 평가 결과를 얻었다. 그림 3-29의 평가 결과에서, 감시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에 대한 검출이 가능하다는 가

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결함검출률 평가 환경 및 평가 방법을 통해서 다중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함주입실

험 결과에 따라 결함검출률이 소프트웨어, 결함주입위치, 결함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전 적용시 개별 디지털시스템

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결함검출률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표 3-6 예제 시스템에 대한 결함검출률 평가 환경

고려되어야 할 인자 결함검출률 평가 환경

시스

템

관련

인자

하드웨어

(hardware)
ARM920T 코어(core) 기반 테스트 보드

소프트웨어

(software)

퀵소트

(Quick Sort)

버블소트

(Bubble Sort)

매트릭스

곱셈연산

(Matrix

Multiplication)

디지털시스템 입력

(digital system

input)

{9,8,7,6,5,4,3,2,1} {9,8,7,6,5,4,3,2,1}










  
  
  

×










  
  
  

결함진단알고리즘

(fault detection

algorithm)

감시타이머

(무한루프에 빠질 경우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

결함

관련

인자

결함발생시간

(fault occurrence

time)

main() 함수 시작 시점

결함위치

(fault location)

모든 레지스터(register) 및

메모리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상주 영역

결함의 종류

(fault type)
비트단위의 0고착결함 및 1고착결함

결함 지속시간

(fault duration)
영구결함



그림 3-29 표 3-6에 기술된 시스템 환경에 대한 결함검출률 평가 결과

하지만, 모든 디지털 계통에 대해서 결함검출률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특정 디지털 계통에 대한 결함검출률 평

가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결함검출률의 대략적인 추정값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 3-4에 주어진 8개의 영향인자를 바탕으로 문헌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림 3-30과 갈은 디지털 상호 감시기능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DB)를 작성하였다. 디지털 상호 감시기능 신뢰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디지털

상호 감시기능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8개의 영향인자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의 대략적인 추정값을 평가하

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0 문헌조사에 따른 디지털 상호 감시기능 신뢰도 데이터베이스

효율적인 결함주입실험 수행을 위해, 가용한 디지털시스템 하드웨어의 수에

제약을 받지 않는 시뮬레이션-기반 결함주입실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각각 32개의 비트를 가지는 14개 레지스터에 대

해 결함주입실험을 수행한 결과 27개 비트에서 상이한 결과가 발생(상이한 결과

비율 6.03%)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하드웨어-기반 결함주입실험의

경우 결함주입실험 진행과정에서 메모리가 완전하게 초기화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기반 결함주입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일한

초기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큰 현안임을 확인하였다.

라. 원전 디지털 I&C 안전계통의 AI 모듈에 대한 결함주입실험 환경 구축

및 실험 수행

디지털 상호감시 기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방법의 원전 적용연구를 위해 원전

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에서 개발된 아날로그입력(AI) 모듈을 선정하



여 결함주입실험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실험수행 및 결과를 해석하였다. AI 모듈

의 레지스터 16개에 대해 결함주입실험을 수행한 결과, 하드웨어 고장이 소프트

웨어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AI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비율이

32.6%였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자체 진단기능을 통해 감지하는 경우가 39.5%

였으며,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가 13.5%였고,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가 14.5%였다. 원전 디지털 I&C 안전계통에 대한 적용을 통해, 개발된 다중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및 평가 환경이 원전 디지털 I&C 계

통의 다중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발명에 대한 특허 2건이 출원되었으며, 각종 논문들을 통하여

관련 기술 및 실험결과들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관련기술의 개발의 토대를 구축

하였다.

(a) KNICS AI 모듈에 대한

결함주입실험 환경

(b) KNICS AI 모듈에 대한

결함주입실험 화면

그림 3-31 KNICS AI 모듈에 대한 결함주입실험 환경



그림 3-32 KNICS AI 모듈내 프로세서의 레지스터에 대한 결함주입실험 결과

마. 원전 디지털 I&C 안전계통의 CPU 모듈에 대한 결함주입실험 환경 구

축 및 실험 수행

디지털 상호감시 기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방법의 원전 적용연구를 위해 원전

계측제어시스템개발사업단(KNICS)에서 개발된 프로세서(CPU) 모듈을 선정하여

결함주입실험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실험수행 및 결과를 해석하였다. 해당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의 CPU 모듈은 운영체제 커널과 다수의

시스템 태스크(task) 들이 서로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동작하고 있으며 안전기능

을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이 결정론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운영체제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

고 고장에 대한 내구성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운영체제는 오류가 삽입되

었어도 고장내구성(fault-tolerant)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원

전 디지털 I&C 계통에서 디지털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검증

을 위한 원전 적용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결함주입 실험은 동작중인 프로그램의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어셈블

리언어 사이마다 결함을 주입한 후 다시 동작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

서 결함주입의 자동화가 필수적이며 하드웨어를 제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

용하는 결함주입 실험방법은 소프트웨어의 동작 중에 입력되는 매개변수의 값을

수정하거나 시스템 API 함수와의 호출 중에 사용하는 값들을 변경해야 한다. 그

러나 새롭게 개발된 결함주입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의 실행에 인터럽트를 발생



시키고 하드웨어에 직접 고장을 주입하는 것이므로 실제 하드웨어 고장을 모사

할 수 있다. 결함주입 위치, 주기, 고장종류, 시작위치, 종료조건, 출력위치 등등

고장환경을 제어하므로 타 프로그램보다 더욱 사용자 지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33 KNICS CPU 모듈에 대한 결함주입실험 자동화 프로그램

CPU 모듈의 레지스터들 중 8개에 대해 결함주입실험을 수행한 결과, 하드웨

어 고장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CPU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

작하는 비율이 90.0%였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자체 진단기능을 통해 감지하

는 경우가 0.4%였으며,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가 5.5%였고, 무한루

프에 빠지는 경우가 4.1%였다.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감시타

이머 동작에 의해 감지가 되므로 시스템 및 사용자가 인지하게 되며 안전한 동

작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실험 결과들 중,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는 경

우에 대해서는 R0, R1 레지스터에 대한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실험시간을 충분히 주었을 경우에는 무한루프에 도달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는 경우의 수는 더욱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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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프로세서 모듈의 레지스터(R0~R7)의 결함주입 실험 결과

메모리에 대한 결함주입은 응용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실행영역 중 참조되

는 횟수가 100회 이상인 51개의 주소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응용

프로그램이 참조하지 않은 공간에의 결함주입은 고장으로 결론나지 않으며,

결함으로 검출하지 못하므로 원만한 시험을 위해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계수기(Program Counter) 에 의해 참조되는 주소는

응용프로그램의 전체실행을 스캔하면서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경로를 저

장한 후 100회 이상되는 주소만 추출하였다.



그림 3-35 응용프로그램에서 100회 이상 참조되는 실행주소

수행중인 응용프로그램은 트립 설정치를 초과하여 트립 신호를 내보내는 프

로그램이며 메모리에 대한 결함은 0고착결함과 1고착결함을 주입하였다. 응용프

로그램의 실행영역에 대한 실험결과, 결함을 주입하더라도 트립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75.67%이며, 무한루프에 진입하

여 프로그램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10.44%이었다.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감시타이머 동작에 의해 감지가 되므로 시스템 및 사용자

가 인지하게 되며 안전한 동작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응용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0.31%였다. 하지만, 이 경우 운영

체제의 진단 기능에 의해 오류를 감지하게 되어 안전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함에 의해 트립 변수값이 설정치 이하로 변경되어 트립 신호

를 내보내지 않는 경우는 13.0%가 발생하였다. 이는 하드웨어의 고장으로 인해

안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함에 의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 중에 삭제되는 경우는 0.59%이며 이 또한 안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장이라 할 수 있다.

개발된 방법론의 검증을 위한 원전 적용 연구 결과, 개발된 방법론은 원전 디

지털 I&C 계통의 다중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결함주입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진단기능을 강화하

면 평가 대상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



모리에 대한 실험은 프로세서모듈에서 동작하는 안전프로그램이 저장되고 실행

되는 영역에 결함을 주입하는 것이므로 프로세서모듈의 고장내구성을 더욱 자세

히 측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메모리는 보호기능을 동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정변수값들이 저장된 공간이므로 그러한 영역에 발생한 결함이 안전기능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호시스템의 신뢰도를 평

가하는 데에 의미있는 값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를 가지

고 분석된 신뢰도 값을 통해 설계변경이나 구현최적화와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보호시스템의 최종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디지털 기기의 자동주기 시험에 대한 원전 위험도 평가 방법론 연구

원자력발전소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의 결함검출률(fault

detection rate)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결함진단기능(fault-tolerant technique)을

각각의 시스템 레벨에서 동시에 사용된다. 시스템의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해 시

스템의 결함검출률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아직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에서의

결함검출률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립화 되어있지 않다. 본 연구에

서는 시스템의 여러 레벨에 결함검출기능들이 동시에 사용될 때, 시스템의 결함

검출률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승준, 2009].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계측제어시스템과는 달

리 각 시스템 레벨에서의 다양한 결함진단기능이 사용된다. 아래의 표는 KNICS

에서의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RPS: Reactor Protection System)에서 수행되는

시험의 종류 및 기능을 보여준다 [허섭, 2007].



시험구분 시험분류 시험기능 시험개시
시험판

정

피동형 시험

(Passive Type
Testing)

온라인상태
진단

(On-line
System Status

Diagnostics)

- 상태비교시험

- 프로세서 건전성 감시

- 계통 주기시험 지원

N/A ATIP

기기자가진단

(Equipment
Self-diagnostic

s)

- 하드웨어 자가진단

- 운영체제 자가진단

- 계통주기시험 지원

자체 자체

능동형 시험

(Active Type
Testing)

자동주기시험

(Automatic
Periodic Test)

- 보호논리 시험

- 입출력 하드웨어 시험

- 계통주기시험 수단

ATIP ATIP

수동개시자동시
험

(Manual-initiat
ed Automatic

Test)

- 보호논리 시험

- 입출력 하드웨어 시험

- 계통주기시험 수단

운전원 ATIP

수동시험

(Manual Test)

- 입출력 기능 시험

- 보호신호 전달경로 시험

- 보호논리 시험

- 개시회로 시험

- 계통주기시험 수단

운전원 운전원

표 3-7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 시험 분류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의 신뢰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에

구현되어 있는 다양한 결함진단기능들의 정확한 고장검출률을 구하는 것이 중요

하다. 결함진단기능은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어 결함이 고장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아주어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주지만, 결함진단기능의 정확한 고장검출률

을 알지 못하고는 시스템의 신뢰도의 결함진단기능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가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의 자동주기시험기능까지을 고

려한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별도로 정립된 방법론은 없으며, 기존의 신뢰

도 평가 방법론으로 자동주기시험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를 평가

하기에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Lee, 2008].

- 결함진단기능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은 여러 연구의 결과 사실

로 나타났으나, 결함진단기능이 시스템의 모든 결함을 검출하는 것은 불가



능하고 단지 특정 결함들만 검출이 가능하다. 또한 검출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으나 실제로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결함진단기능의

실제적인 결함검출률을 정량화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시스템에는 하나의 결함진단기능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각 레

벨에 여러 결함진단기능이 동시에 쓰이기 때문에 각각 진단기능들의 신뢰도

결과에 있어서 중복고려를 방지해야한다.

- 결함진단기능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고장나는 경우에 대한 영향도 고려되

어야 한다.

- 자동주기시험기능같은 결함진단기능은 감시프로세서(Watchdog processor)

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원자로정지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운전원에

의해서 원자로정지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운전원의 실패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한다.

위에서 언급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점이다. 다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선

중복된 영향이 고려되는 것을 배제한 정확하고 정량적인 각 결함진단기능들의

고장검출률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과제에서는 기 구축된 결함주입 시험을

활용하여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각 진단기능들에는 검출하지 못하는 결함들이 있고 각 진

단기능마다 검사주기가 다르다. 이와 같이 여러 결함진단기능들을 고려하여 시스

템의 신뢰도 평가를 할 때 생기는 문제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신뢰도 평가에

있어서 각 진단기능들의 영향이 중복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세 가

지의 결함진단기능이 사용된다고 하면, 어떤 고장들은 결함진단기능 1

(Fault-tolerant technique 1)에만 검출되며, 어떠한 고장들은 결함진단기능 2에

만, 또 어떠한 고장들은 결함진단기능 3에만 검출된다. 또한 세 가지 진단기능

모두에게 검출이 안되는 고장또한 존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스템 전체의 고장

검출률을 구할 때, 단순히 세 결함진단기능의 고장검출률을 더한다면 중복고려의

문제에 걸리게 된다. 그림에서 교집합에 나타나는 부분같이 두 개의 결함진단기

능 혹은 세 개의 결함진단기능 모두에게 검출되는 고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결

함진단기능의 고장검출률 모두에 그 영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단순히 더할

경우에는 두 개이상의 결함진단기능에 검출되는 고장들에 대해서는 고장검출률

이 중복고려되게 된다. 따라서, 중복고려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각 고장에 대해서



그 고장을 검출하는 결함진단기능을 정확하게 정의함으로써 그림의 각 부분에

속하는 고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고장과 그 고장을 검출하는 결함진단기능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36 결함진단가능과 검출가능한 결함

중복영향을 배제한 신뢰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본 과제에서는 그림 3-36과

같이 한 검사방법 (예: 감시프로세서)에서 검출하지 못한 결함에 대해서만 다른

검사방법(예: 자동주기시험)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서 결함들에 대해서 각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진단기능들 결함주입 실험을 통

해서 정의하였다.

본 과제에서 구축된 결함주입실험 방법의 하드웨어적인 결함주입만으로 디지

털 시스템의 모든 고장모드를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장모드들

을 하드웨어(메모리, 레지스터)에 직접 주입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변수들에 주입

함으로써 자동주기시험기능의 신뢰도를 평가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

를 수행하였다. 실험을 수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FMEA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고장모드 목록 작성: 고장과 결

함진단기능과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고

장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FMEA를 통하여 고장들에 대



한 정의를 수행하였다. FMEA는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고장들과 고

장들의 영향과 확률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공학적 기법으로 현재 항공,

원자력, 화학, 기계등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FMEA를 통해서 시스

템의 각 부품을에 대한 고장 모드들을 정의하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에 대한 고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고장모드를 하드웨어 결함, 소프트웨어 변수를 이용하여 결함주입 입력목록

작성: 고장들에 대한 정의를 한 후에는 FMEA에 나타난 고장들을 결함주입

실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하여 결함주입 입력목록을 작성한다. 위에

서 언급되었듯이 본 과제에서는 결함주입 실험방법의 하드웨어적인 결함주입

만으로는 디지털 시스템의 모든 고장모드를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하드

웨어에 직접 주입하는 고장들과 소프트웨어의 변수들에 주입하는 고장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과제에서 사용되는 TRACE32 도구를 이용

하면 메모리와 레지스터에는 직접적인 결함주입이 가능하므로, FMEA의 고

장중 메모리와 레지스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장들은 하드웨어적인

결함주입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다른 고장에 대해서는 그 고장에 소프트웨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변수에 고장을 주입하였다. 이렇

게 모든 고장들에 대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고장을 주입할 수 있는

결함주입 입력목록을 작성하게된다.

그림 3-37 FMEA의 고장모드들을 결함주입실험 입력으로 대응



- 결함주입실험 수행: 마지막으로 위에서 작성된 결함주입 입력목록을 이용하

여 실제적인 결함주입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본 과제에서는 개발된 평가 방법론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IDiPS RPS의 AI

모듈에 대해서 두 가지 진단기능(자동주기시험과 자가진단)을 모두 고려한 평가

가 수행되었다. 단 자가진단의 Heart beat count 기능 무시되었다.

결함주입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로 FMEA 분석이 수행되었으

며, IDiPS RPS의 AI(analog input) 모듈에 대한 FMEA의 고장모드들을 분석한

결과 대상 모듈은 344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있으며 총 1788개의 고장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99개의 고장은 안전고장(safe failure)로 고장이 발

생하여도 시스템의 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고장이며, 689개의 고장은 위험

고장(dangerous failure)로 고장 발현시 시스템이 오작동하게 되는 고장이다. 본

과제의 결함주입 실험은 시스템이 오작동하게되는 위험고장에 대해서만 수행되

었다. 위험고장은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6개의 고장 모드들로 분류된다.

고장 모드 결함 종류

Spurious error

signal
루프백 또는 설정값 오류 신호

Function halt 기기 기능 정지 또는 상실

Transmission error
입력신호를 프로세서로 전송 오류 또는 전송 불능, 전

송 오류

Stuck value 입력값을 갱신하지 못하고 고장전 값을 유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가짐, 입력값 갱신하지 못함

Wrong value

채널 입력값 오류 또는 입력 채널 오동작, 채녈 입력값

드리프트 발생,

입력값을 갱신하지 못하고 오류 입력값을 프로세서로

전송, 입력 채널값 undetermined

Ignorable error LED를 통한 동작상태 표시기능 상실

표 3-8 IDiPS RPS AI 모듈의 고장모드들



FME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고장모드들을 결함주입실험에 주입하기 위

한 FMEA와 결함주입 입력 대응표를 작성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각 고장

모드들의 하드웨어 결함이나 소프트웨어 변수와의 관계가 정의되었으며 그 결과

완성된 대응표의 일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9 고장모드와 결함주입시험 입력 대응표 (일부)

이와 같이 작성된 결함주입 실험 입력표를 이용하여 TRACE32 도구를 이용

하여 결함주입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아래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각 결

함에 따라 검출되는 진단기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10 결함과 검출 가능한 진단기능 (일부)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두가지 결함진단기능 (자동주기시험과 자가진단기능)에

대한 고장검출률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FMEA에 보여지는 AI 모듈의 고장률

은 4.558/106hrs 이며 두 진단기능에 대한 결함 검출률은 표 3-11에 보여진다.

자가진단에 의한 결함검출률은 97.018%, 자동주기시험에 의한 결함검출률은

98.479%이며, 두방법이 모두 적용되었을때 중복고려를 배제한 결함검출률은

98.605%로 나타났다.



결함검출률(%)

자가진단 결함검출률 97.018

자동주기시험

결함검출률
98.479

두방법 모두 검출 96.892

두방법 모두 불검출 1.395

두방법에 의한

결함검출률
98.605

표 3-11 진단기능에 따른 결함검출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시스템의 불가용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스템의 불가용도를 구하는 기본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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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 = 시스템의 불가용도

λS = 자가진단기능에 의해서만 검출되는 고장률

λA = 자동주기시험에 의해서는 검출되는 고장률

λM = 수동정기점검에 의해서만 검출되는 고장률

λSA = 자가진단기능과 자동주기시험에 의해서 검출되는 고장률

λSM = 자가진단기능과 수동정기점검에 의해서 검출되는 고장률

λAM = 자동주기시험과 수동정기점검에 의해서 검출되는 고장률

λSAM = 세 진단기능 모두에 의해서 검출되는 고장률

TS = 자가진단기능의 주기

TA = 자동주기시험의 주기

TM = 수동정기점검의 주기

TSA = 자동주기시험과 자가진단기능에 대한 주기

TSM = 자가진단기능과 수동정기점검에 대한 주기

TAM = 자동주기시험과 수동정기점검에 대한 주기

TSAM = 세 진단기능 모두에 대한 주기



TR = 보수에 유구되는 시간

위의 식에서 결함진단기능들의 주기는 Ts는 50msec, TA는 8시간, TM은

720 시간이며, 각 교집합(두 진단기능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주기는 짧은 주기

를 따라가게 된다. 따라서 위의 식은 아래와 같이 다시 쓰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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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실험 결과에서 각 부분에 대한 고장검출률은 모두 구해졌으므로, 실험의

결과와 보수에 필요한 시간 (TR)을 24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859x10-3 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각 진단기능에 대한 고장검출률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스템

의 불가용도만 계산한하여 고장수목을 이용하여 평가를 할 때 시스템 전체를 하

나의 기본사건(basic event)로 간주해야 했지만, 본 과제에서 제안된 방법론을 이

용한다면 고장수목을 이용하여 보다 상세하고 현실적인 모델이 가능하다. 즉, 진

단기능들에 대한 중복고려를 배제한 정확한 고장검출률의 계산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 원전보호계통에 대한 자동주기시험등의 여러 진단기능들에 대

한 정확한 위험도 평가와 신뢰도 평가 수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시스템의 신뢰

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개발된 자동주기시험기능의 신뢰도 평가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제

적 시스템의 적용 및 평가가 3차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행중이다. 위의 실험은

IDiPS RPS의 한 모듈에 대한 적용이었지만, 3차년도부터는 실제적인 시스템의

자가진단 및 자동주기시험의 결함검출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IDiPS RPS의

BP(Bistable Processor)에 적용되는 자가진단 및 자동주기시험의 결함검출률을

결함주입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그림 3-38은 IDiPS RPS의 한 채널의 구조를 보여준다. IDiPS RPS 주 기능

은 그림의 BP(Bistable Processor)와 CP(Coincidence Processor)에 의해 수행된

다.



그림 3-38 IDiPS RPS 구조

BP는 현장에서 오는 공정신호를 이용하여 원자로의 트립 여부를 결정하며,

CP는 4 채널의 BP에서 오는 신호(트립, 또는 비트립)를 이용하여 2/4 보팅을 수

행한다. BP 및 CP는 자신의 상태신호(트립여부, 자가진단 결과)를

ATIP(Automatic Test and Inteface Processor)에 전송하며, ATIP은 이러한 상

태신호를 운전자에게 표시한다. 또한 ATIP은 주기적으로 BP 및 CP에 시험 입

력신호를 전송하여, 이러한 시험신호에 BP 및 CP가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지를

검사하여, BP 및 CP의 동작상태를 시험하며 이러한 주기적인 시험을 자동주기

시험이라 한다.

IDiPS RPS의 자가진단 및 자동주기시험의 결함 검출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기 위하여 그림3-39와 같은 시험환경을 구축하여 결함주입 시험을 수행중에 있

다.



그림 3-39 결함주입시험을 위한 시험환경

- 결함 주입시험의 절차

(1) BP, ATIP, COM의 정상실행

(2) BP 프로세서 모듈의 하드웨어에 의도된 결함 주입

(3) 주입된 결함의 자가진단 및 자동시험에 의한 탐지 여부를 실험

(4)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자가진단 및 자동시험의 결함검출률 결정

(5) 결함검출률에 따른 IDiPS RPS의 신뢰도 영향분석.

본 실험이 수행되어 타겟 시스템의 정확한 결함검출률을 구한다면, 지금까지

원전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고려되지 못했던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의 자가진단,

자동주기시험 등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보다 정확한 시스템의 신

뢰도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다중 채널 시스템의 신뢰도 추정방법론

가. 디지털시스템에서 k/n (k out of n) 구조에 대한 안전성․경제성의 해

석적 분석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에서는 디지털계통에 대해 많은 다중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k/n 구조로 처리하여, 하나의 기기 이상으로 인한 안전 기능 상실을

막고 불필요한 불시정지도 저감하는 설계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 울진 5,6호기에

설치된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은 동시논리모듈에 대해 16중의 다중성을 부여하

고, 2/4논리와 선택적2/4논리를 이중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기의 안전성

향상 및 불시정지 저감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가동중에도 채널우회후 시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안전관련 디지털 계통에서는 8중 및 16중의 다

중성 확보가 일반적인데, 다중성이 높아지면 공통원인 고장(CCF)의 역할이 커지

게 되고, 이는 독립고장 가정하에 수행된 기존의 연구결과[Lu & Lewis, 2008]로

는 정확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기존 고장수목을 사용하여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려면 2m-m-1개의 CCF를

위한 기본사건을 모델하여야 하므로 16중 다중화의 경우 65519개에 달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통해 간략화 알파펙터 모델 방법을 개발하였으나,

설계 변경이나 계통환경 변화에 따라 매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CCF계수를

새롭게 계산하여야 하며 수학적 완결성의 증명이 어려운 점이 실용성을 저해하

는 한계로 남아 있었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독립고장 및 공통원인 고장에 대해 공통원인 고장과 독립고장의 결합으로 나

타나는 이용불능도까지 고려하여 이용불능도를 구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을 개발

하였다. CCF, 독립고장, 복합고장의 영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다양한 계통 배열

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다만, 채널

내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CCF가 다중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NCM(no CCF multiplication)근사라고 명

명). 공통원인 고장확률 계산을 위해 알파펙터 모델을 이용하였으나, 다른 모델을

삽입하여도 일관성은 유지되도록 하였다.

- k/n 구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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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 구조가 아닌 특수 계통 배열에 대해

한편, 경제성(오동작) 계산을 위한 해석적 모델은 위의 안전성 분석 모델과는

별도로 개발되었다. CCF를 포함한 불시정지 유발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은 아래와 같다.

- k/n 구조에 대해

- k/n 구조가 아닌 특수 계통 배열에 대해

한편,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NCM근사으로 인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오차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널내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CCF가 다중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므로 실용성

을 위해 위의 수학적 모델에서는 제외하였다. NCM근사를 적용한 경우와 참값과

의 오차를 확인하여 적용성을 높였다. 아래 그림에 보인 것과 같이 NCM 근사로

인한 오차는 0.5%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으로 실용성을 고려한다면 NCM근사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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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2/4구조에서 NCM근사로 인한 이용불능도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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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선택적2/4구조에서 NCM근사로 인한

이용불능도 및 불시정지 유발확률 오차



나. 대표적인 다중구조 정량화

대표적인 안전계통의 구조인 2/3구조, 선택적 2/4구조, 2/4구조의 계통에 대해

계산한 결과를 아래 그림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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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vailability
or SOP

p or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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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선택적 2/4 구조에서의 이용불능도와 불시정지유발 확률

CCF의 영향과 독립고장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영역

에 대해 각 고장의 영향을 분리하여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 전형적인 디지털 기

기의 고장확률인 10e-3정도의 영역에서는 CCF의 영향이 90%이상으로 절대적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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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D3(Diversity and Defence-in-Depth) 설계특성 파악 및

Diversity 관련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디지털기술의 도입에 따른 D3(Diversity and Defence-in-Depth)관련 이슈가

규제기관과 유틸리티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는 위험도 정보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 현안을 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의 경우에는 고장에 따른 변화가 점진적이므로 운전

원이나 유지보수원이 고장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충분할 것으

로 가정하여, ‘기능적 심층방호’, ‘기능적 다양성’, ‘계통 다양성’의 3가지 개

념으로 공통원인고장에 대한 방호체계를 유지해 왔음

- 디지털 계통에서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모든 채널의 기능상실을 유

발하거나 대량 생산된 모듈화된 부품이 여러 기기에 공통으로 사용될 가

능성이 높아지는 등 고장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므로 기존의 개념을 그대

로 적용할 수 없음.

- 미국 NRC는 1979년에 발행된 NUREG-0493을 개정하여 1994년에

NUREG/CR-6303 [NRC, 1994]을 발행하였으나 미국내의 유틸리티들은 활

용성이 낮다고 주장.

- ERPI는 위험도정보를 활용하여 D3가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입증하는데 활

용하여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집중적인 다중성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

으나 미국 NRC는 아직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원전 차원에서의 D3 개념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나, 디지털 시스템의 특성

으로 인해 계통 내부 설계에서 별도 고려가 불가피하다. 가장 핵심적인 설계특성

관련 이슈는 소프트웨어로 인한 공통원인고장(CCF), 입력 신호로 인한 CCF, 하

드웨어의 공유로 인한 CCF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기준사고(DBA)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확보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추가적으로 운전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채널 및 수동개시에 필요한 개시수단이 제공되는지도 검토사

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NUREG/CR-6303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한국형표준원전(울진5,6호기) 및

APR1400 (KNICS사업단 설계)에 적용되는 디지털 계통의 기능블럭을

PLC 모듈단위로 지정하고 분석을 수행.

- 각 모듈의 CCF와 DBA의 동시 발생시 플랜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본 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므

로 기존 중장기연구를 통해 개발한 디지털 안전계통 모델과 플랜트 모델

을 결합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모델을 활용하여 노심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대해 분석을 수행.

울진5,6호기의 DPPS, DESFAS는 설계에 대한 분석결과, DBA 중에서는 소형

냉각재상실사고(SL)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계측기CCF, 디지털출력모듈

CCF, 프로세서모듈CCF, 입력모듈CCF, DPPS-DESFAS 통신용 광설비 CCF가

DBE와 결합되어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2참고). 모든 디지

털 기기의 CCF 사건은 운전원의 수동개시가 실패(FSOPHMCR)한 경우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운전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채널 및 수동

개시에 필요한 개시수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운전원 다양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보호계통(Diverse Protection system, DPS)의 경우 아주 제한적

인 정도의 다양성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DPPS나 DESFAS 내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인한 CCF에 대한 다양성은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범위를 DPS까지

확장할 경우 일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존 중장기 연구결과(표 3-13

참조)에 따르면 모든 초기사건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계측 변수를 유지하였으므

로 다양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드웨어 공유로 인한 CCF 효과는

디지털화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계통내에서는 다양성이 없으

며, 원전 차원에서는 DPS와 운전원 수동개시가 그 다양성으로서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초기사건 고장

%U3-SL RCPTK-LPP FSOPHMCR

%U3-SL CMPTK-HCP FSOPHMCR

%U3-SGTR-SG1 RCPTK-LPP FSOPHMCR

%U3-SGTR-SG2 RCPTK-LPP FSOPHMCR

%U3-SGTR-SG2 CMPTK-HCP FSOPHMCR

%U3-SGTR-SG1 CMPTK-HCP FSOPHMCR

%U3-SL CVLTK-LRWT FSOPHMCR

%U3-SL FSOMWDO FSOPHMCR

%U3-SGTR-SG2 FSOMWDO FSOPHMCR

%U3-SGTR-SG1 FSOMWDO FSOPHMCR

%U3-SL FSPMW FSWDJPCCF FSOPHMCR

%U3-LOFW DPSKAPLC1 FSOMWDO FSOPHMCR

%U3-LOFW DPSKAPLC2 FSOMWDO FSOPHMCR

%U3-SL FSIMWD FSOPHMCR

%U3-SL RPOTW FSOPHMCR

%U3-SL FSORW FSOPHMCR

표 3-12 울진 5,6호기 분석결과 (디지털 기기관련 주요

단절집합)

초기사
건

DPPS 계측 변수
DPS 

작동여부

SLOCA DNB  LPP  HCP X

SGTR HSL  DNB  X

LSSB LSP  VOPT  LSL  LPP  DNB X

LOFW LSL  HPP  O

LOCV HPP  O

LOCCW LSF  DNB  O

LOKV LSF  DNB  O

LODC HPP  DNB  HSL  O

LOOP DNB  LSF  O

GTRN HPP  DNB  O

표 3-13 초기사건별 원자로정지신호 발생 계측

파라메터

APR1400을 목적호기로 설계된 KNICS RPS, ESF-CCS 설계에 대한 분석결



과, 표준원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DBA 중에서는 소형냉각재상실사고(SL)가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기기 고장의 영향은 약간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계

측기CCF, 디지털입력모듈CCF, RPS와 ESF-CCS 통신용 광설비CCF, 프로세서모

듈CCF, 디지털출력모듈CCF, 네트웍모듈CCF의 순으로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4참고). 각 기준별 다양성 확보 여부는 표준원전의 경우와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사건 고장

%U3-SL RCPTK-LPP FSOPH-COMP

%U3-SL CMPTK-HCP FSOPH-COMP

%U3-SGTR-SG2 RCPTK-LPP FSOPH-COMP

%U3-SGTR-SG1 CMPTK-HCP FSOPH-COMP

%U3-SGTR-SG2 CMPTK-HCP FSOPH-COMP

%U3-SGTR-SG1 RCPTK-LPP FSOPH-COMP

%U3-SL CVLTK-LRWT FSOPH-COMP

%U3-SL FSDIW FSOPH-COMP

%U3-SL RPOTW FSOPH-COMP

%U3-SL FSORW FSOPH-COMP

%U3-SL FSHBJLCCCF FSLCW FSOPH-COMP

%U3-SGTR-SG1 FSDIW FSOPH-COMP

%U3-SGTR-SG2 FSDIW FSOPH-COMP

%U3-SGTR-SG1 FSHBJLCCCF FSLCW FSOPH-COMP

%U3-SGTR-SG2 FSHBJLCCCF FSLCW FSOPH-COMP

%U3-SL FSDOW FSOPH-COMP

%U3-SGTR-SG1 FSDOW FSOPH-COMP

%U3-SGTR-SG2 FSDOW FSOPH-COMP

%U3-SL FSNWW-A FSNCJ FSOPH-COMP

%U3-SL FSGCW FSHBJGCCCF FSOPH-COMP

표 3-14 APR1400을 위한 KNICS사업단 RPS, ESF-CCS 분석결과

(디지털 기기관련 주요 단절집합)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

다.

- 미국 NRC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기능상실의 경우 CCF로 작용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단일고장기준(Single random failure criterion)에서

는 고려하지 않고 D3에서 고려하도록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므로[NRC,



2009], 이를 고려하여 국내 디지털 계통설계에서도 D3 분석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 ERPI 등 유틸리티에서 주장하는 위험도 정보 활용 D3 개념을 도입하더라

도 디지털계통의 원전 위험 기여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D3 분

석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체적으로 모든 신호를 동일 프로세서를 통해 처리하는 디지털 계통의

처리 방식으로 인해 위험 집중(risk concentration)이 나타나는데, 위의 표

3-12 및 표 3-14의 결과에서 보듯이 프로세서 모듈, 입력 및 출력모듈, 네

트워크모듈의 CCF가 운전원 오류와 함께 나타날 경우 노심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 원자로 정지신호 실패보다는 공학적안전계통 작동 실패로 인한 원전 위험

기여(risk contribution)가 더 크므로, ESFAS 및 ESF-CCS의 안전성 향상

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RPS, ESFAS 또는 ESF-CCS의 계통설계상 소프트웨어 CCF에 대한 다

양성 유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인적 다양성만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의 보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고장감시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프로세서 모듈의 위

험 기여가 입력 및 출력 모듈의 위험 기여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

으므로 이의 활용이 필요하다.



제 3 절 디지털 I&C 운전경험자료 분석

디지털 I&C 운전경험 분석은 기초자료 분석결과(전 호기 고장자료 수집 및

울진5,6호기 디지털 RPS/ESFAS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베이지안 기법

을 이용해 디지털 기기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디지털 I&C 운전경험자료 분석 방법 정립

원전 안전-필수 디지털 I&C 부품의 경우 고신뢰도 및 사용이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뢰성 예측방법(Reliability Prediction Method)에 의한 선험분포(prior

distribution)를 결정한 후 필드 고장 경험 데이터의 가용 여부에 따라 베이지안

통계처리를 통한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디지털 I&C 부품 신뢰도 추정 방법론 및 절차(그림 3-46 참조)를 정립하였다.

신뢰성예측방법에 의한 부품의 선험분포 결정 
(PRISM, Telcordia SR-332)

- 디지털 I&C 부품 모델
- 기본 고장률 자료
- 고장률 영향인자 결정(환경, 품질, 스트레스 인자 등)

시스템/기
기 신뢰도 
평가모델 

결정 
(필요시)

필드 고장경험자료 수집 및 분석 (시스템/기기 레벨)

베이지안 
통계처리

시스템
/기기
신뢰도
추정

그림 3-46 디지털 I&C 부품 신뢰도 추정 방법론 및 절차

분석 방법의 정립과 함께 국내 원전에서 상업운전 이후 포함한 모든 I&C 시

스템 유발 발전소 정지 사건(183건)의 목록을 확보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92건(51%), 정비결함이 42건(23%), 인적실수 30건 (16%), 설계

결함 10건 (5%) 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설계결함의 경우 4건의 SW

결함에 기인한 원전 정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OECD/NEA 국제공동

연구인 COMPSIS 과제 참여를 통하여 총 34건의 외국의 디지털 운전경험자료를

확보하였다.

정립한 방법론 및 절차에 따라 베이지안 통계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발된

기존의 베이지안 통계처리용 전산프로그램, BURD (Bayesian Update for

Reliability Data)을 개선하였다 (그림 3-47 참조). BURD는 대수정규 사전분포



(lognormal prior distribution)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였으나, 개선을 통하여 다

양한 종류의 사전확률분포(일양(uniform), 무정보(noninformative), 베타(beta), 감

마(gamma) 분포 감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선된 BURD는 2007년 6월

경 영광2발의 요청에 의해 신뢰도 DB 개발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림 3-47 베타 사전분포에 대한 처리 화면

2. 디지털 계통/기기 유발 초기사건 자료 수집 및 분석

가. 국내 원전의 I&C 관련 발전정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고리1호기 상업운전(1978년)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 국내 모든 원전에서의

발전정지건수는 약490건이며, 이중 I&C 관련 발전정지는 183건으로 나타났다(그

림 3-48 참조). 이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원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림 3-48은 호기당 I&C관련 발전정지건수의 추이와 원인분석을 나타내는데, 설비

결함(91건, 50%), 정비결함(42건, 233%), 인적실수(30건, 16%), 설계/시공/제작결

함(20건, 11%)순으로 발전정지의 원인임을 분석하였다.



그림 3-49 울진3발 불시정지 사례 상세분석

원인별 불시정지 건수 (총1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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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I&C 관련 발전정지 분석 결과(예시)

특히, 디지털 안전계통이 도입되어 운전 중인 울진 제3발전소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발전정지 경험 사례 중에서 계측제어관련 사례는 11건이 보

고되어 있다 (그림 3-49 참조). 이중 디지털 I&C 계통에 관련된 사례는 모두 발

전소제어계통(Plant Control System, PCS)과 관련된 3건으로 파악되었고, 이들에

대한 상세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50은 분석을 예시하고 있다.



그림 3-50 디지털계통 유발 불시정지 사례분석 (예시)

나. 고장모드영향분석(FMEA) 자료 수집 및 분석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원전계측제어시스템

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원자로보호계통(Reactor Protection System, RPS)과 공

학적안전설비-기기제어계통(Engineered Safety Features-Component Control

System, ESF-CCS)의 고장모드영향분석(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FMEA)문서와 표준원전 I&C 관련 FMEA 분석자료를 검토하여 디지털 I&C 유

발 초기사건의 유형 및 유발 원인을 정의하였다 (표 3-15 참조).



초기사건 유형 주요 유발 인자

전원공급 중단

l 필수모선 전원 출력 OFF/HIGH  

l 터미널 단자 단선/단락  

l 배선차단기 개방  

l 서지전압보호기 단선/단락  

l 잡음제어기 단선/단락  

l 퓨즈 단선/단락  

l 전원고장경보모듈 단락/출력 OFF

하드웨어 고장

l Analog Input 모듈 고장  

l Digital Input 모듈 고장  

l 프로세서 모듈 고장  

l 통신 모듈 고장  

l Digital Output 모듈 고장  

l 감시타이머(WDT) 고장  

l 통신 케이블 단선  

l 기타 카드 고장

소프트웨어 고장

l 운영체제 고장  

l 프로세서 프로그램 고장  

l 통신 프로그램 고장  

l 통신 드라이버 고장

표 3-15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 유형 및 주요 유발인자

다. 발전정지유발기기(SPV) 자료 수집 및 분석

디지털 유발 초기사건의 유형파악 및 빈도 추정을 위하여 유용한 발전정지유

발기기(Single Point Vulnerability, SPV) 분석자료를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입수하여 표준원전에 대한 디지털 유발 초기사건의 예비목록 작성에 이용하였다

(그림 3-51 참조). 그 결과 터빈발전기 계통 발전소 보호계통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주전력계통 주급수계통 등에서 유발할 수 있는 초기사건으로 총 345

건을 정의하였다 (표 3-16 참조).



그림 3-51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 분석 결과(예비목록)

I&C 계통 터빈발전기 
계통

발전소
보호계통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주전력
계통

주급수
계통 합계

초기사건 

개수
3 80 203 51 8 345

표 3-16 계통별 초기사건 개수

라. 시뮬레이터 실험에 기초한 초기사건별 정지변수 분석

디지털 유발 초기사건 예비목록은 표준원전 PSA에서 정의하고 있는 55종의



초기사건 목록에 모두 맵핑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의

원전 영향 평가를 위해 3 차례에 걸친 영광훈련센터의 전규모 훈련용 시뮬레이

터(Full-scope training simulator)를 이용하여 초기사건별 정지변수를 파악하였

다 (그림 3-52 참조).

그림 3-52 초기사건별 정지변수에 대한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

시뮬레이터 실험결과는 대과제 목표의 하나인 리스크/성능 통합평가 모델 개

발 시 중요한 자료인 동시에, 본 분석에서는 최종 디지털 유발 초기사건 분석

절차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원자로정지불능사고(ATWS)의 빈도 추정용 상세모

델 개발 시 이용하였다.

마.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 분석절차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그림 3-53과 같은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 분석 절차를 개발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SPV(single point vulnerability) 자료는 발전정지유발



가능한 단일기기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다 완전한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

분석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기기조합에 의한 MPV (multiple points vulnerability)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MPV 발생빈도는 SPV 발생빈도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초기사건 분석을 위해서는 MPV 분석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초자료 조사 결과중 초기 목록에 포함된 디지털 기기는 345건으로 매우

많았다. 따라서 해당기기의 고장빈도에 따라 선별작업이 필요하였으며, I&C 및

PSA 전문가 자문에 의해 선별치를 결정하였다.

그림 3-53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 분석 절차



그림 3-54 ATWS 빈도 평가용 상세모델 (AIMS-PSA 화면)

PSA 초기사건(55종)별 정지변수에 대한 시뮬레이터 실험결과(그림 3-52 참

조)를 이용하여 표준원전 원자로정지불능사고(ATWS) 빈도평가용 상세모델을

개발(그림 3-54 참조)하고 평가함(기존 모델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으로써 개발

된 디지털 유발 초기사건 분석절차(그림 3-53)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디지털 유발 초기사건의 추가로 인한 ATWS 빈도 증가량은 최대 5%미만으로

판단되어 분석절차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시스템으로 대체된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의 초기사건빈도 기여분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림 3-55 울진3발 안전필수계통 관련기기 연도별
고장횟수(작업의뢰서 기준)

3. 안전-필수 디지털 기기의 고장 경험 자료 수집 및 고장 분석

안전계통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원전인 울진5&6호기에서 상업

운전 시작시점부터 발생한 I&C관련 기기고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장률 추

정을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기기고장 자료에서 안전필수계통에 관련된 기기고장(총 346건, 그림

3-55 참조)을 계통별로 분류하였다 . 분류한 결과 CEDMCS 118건(34%) PCS

74건(21%) ExCore감시계통 64건(18%) RPS 35건(10%) 등의 순으로 고장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능을 담당하는 기기에 대한 고장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각 고장자료로

부터 안전기능관련 기기의 고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안전기능과 무관한 부품

(지시계, 기록계, 시험 회로 등)의 고장 시운전기간이나 계획정비기간에 발생

한 고장 고장심각도와 계통에 대한 영향이 적은 고장 등은 향후 분석 및 고장

률 추정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선별분석을 통해 약 61건을 상세 고장분석의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56 울진 3발 디지털 기기의 고장경험자료 분석 (울진 5,6호기)

안전필수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고장률 또는 고장 확률에 대한 베이지안 추정

치는 고장률에 대한 사전정보와 고유의 고장경험 자료를 기초로 계산하는데 이

를 위해서 자체 개발된 BURD 전산코드를 사용할 예정이며, 총 운전시간. 총 작

동요구횟수, 사전 분포 등의 자료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고장률 추정은 3차 2단계

중장기의 1차년도 업무인 디지털 I&C 리스크 통합분석 모델 개발 시 수행될 예

정이다 이는 고장률 추정치는 모델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기기의 경계(boundary)

와 일치성함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3-56은 울진 5,6호기 디지털 기

기의 고장경험자료(작업오더)에 대한 상세 고장분석의 결과들을 예시하고 있다.



제 4 절 디지털 HMI(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인간신뢰도 분석 방법 개발

1.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설계 특성 및 인간공학 현안 분석

가.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설계 특성

컴퓨터기반 차세대 주제어실은 대형정보표시반(Large Display Panel; LDP),

전산화 절차서(Computerized Procedure System; CPS), 컴퓨터기반 정보표시장치

(Computer-based Information Display System), 소프트제어기(Soft Controller),

첨단 경보계통(Advanced Alarm System)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O’Hara, 1992;

O’Hara, 2000a; O’Hara, 2000b; O’Hara, 2002]. 이들 설계요소들에 대한 설계 개

념 및 특성을 간단히 정리한다.

대형정보표시반(LDP)은 발전소 수준의 개요 정보(overview)를 제공할 목적으

로 설계되며, 발전소 개요정보 및 필수 안전정보를 고정영역에 연속지시 함으로

써 전반적인 발전소 상태를 파악하도록 해주며, 운전원 콘솔의 정보표시 화면을

LDP의 가변영역(Variable Display Section; VDS)에 표시하여 전체 운전원에 대

한 상황감시 공유와 협의를 지원한다.

전산화 절차서(CPS)는 운전절차를 포함한 절차 수행 관련 정보의 화면상 직

접 제공, 운전 지원 정보 및 관련 정보계통의 링크 지원을 도모하며, 운전조내

모든 운전원간 절차 진행 과정이 공유될 수 있다. CPS는 개요창, 단계창, 감시

창, 다수절차서관리창으로 구성되며, 개요창은 절차서 흐름도 및 단계별 수행 결

과를 표시해 주며, 단계창은 현재 선택된 단계의 내용을 계층적으로 표현해 주

며, 감시창은 재수행이 필요한 계속수행단계, 보류 단계, Override 단계 등을 표

시해 주며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단계를 표현해 준다. 또한, 다수절차서관리창의

기능을 통하여 여러 절차서 사용을 지원한다.

컴퓨터기반 정보표시장치는 전산화절차서, 경보계통, 소프트제어기, 계통지원

정보화면 등과 연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항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번의 접속으로 계통 운전화면에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웃 화면으로

의 복사 기능, 이전 화면으로의 복귀 기능, 대형정보표시판의 가변영역 표시기능

등이 제공된다.

소프트제어기는 안전등급 기기의 연속제어 및 이산제어를 담당하는 안전등급



설계 요소
인간공학

현안
인간공학 현안 설명

컴퓨터기반

정보표시장

치

Information

overload

Ÿ 컴퓨터 기반의 디스플레이에서는 스크롤,

overlapping windows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물리적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

Ÿ 정보의 제공 속도 역시 인간의 눈이나 뇌의

정보처리 속도보다 훨씬 빠름

Ÿ 따라서 운전원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Interface Ÿ 컴퓨터 기반의 디스플레이에서는 감시 및

소프트제어기와 비안전등급 기기의 연속제어 및 이산제어를 담당하는 비안전등

급 소프트제어기로 구분 설계되어 있다.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와 비안전등급 소

프트제어기 간에는 전기적 및 물리적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비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평면 정보표시장치(Information FPD)에서 제어기가 제

공되며, 안전등급 소프트제어기는 평면 정보표시장치와는 별도의 터치스크린 방

식의 제어기가 제공하며 기기 선택은 평면 정보표시장치와 터치스크린을 통해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첨단 경보계통은 대형정보표시반, 운전원 콘솔, 안전제어반 등에 걸쳐 다양한

경보를 제공하며, 경보표시의 종류로는 고정경보(Dedicated alarm), 경보 목록,

프로세스 미믹 경보로 구분된다. 대형정보표시반에는 고정경보와 프로세스 미믹

경보가 제공되고, 운전원 콘솔과 안전제어반에는 경보 목록과 프로세스 미믹 경

보가 제공된다. 경보목록에는 기본 경보목록, 우선순위별 경보목록, 계통별 경보

목록, 미인지 경보목록, 이력 경보목록, 억제 경보목록 등이 제공된다.

나.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인간공학 현안 분석

US NRC 등에서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설계 개념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주요

인간공학 현안을 다음 표 3-17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17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관련 주요 인간공학 현안



managemen

t tasks

제어의 일차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과 같은 interface management task를

수행하여야 함.

Ÿ interface management task로 인해 운전원의

일차직무 수행도가 떨어 질 수 있으며, 과도한

작업부하 상태에서는 이차직무로 인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전산화

절차서

Team

performance

Ÿ 전산화절차서는 기존 발전소와는 다르게

운전원 간의 의사소통, 운전원의 역할,

teamwork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운전원간의

의사소통의 단절, 역할의 변화는 비상상황시

운전조 수행도에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Situation

awareness

Ÿ 전산화절차서의 사용이 운전원의 상황인식을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음. 전산화절차서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인해 운전원이 다른 정보

소스를 확인하지 않으려 할 수 있고,

전산화절차서에 제공되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음.

Level of

automation

Ÿ 전산화절차서의 자동화 수준은 운전원의

수행도, 상황인식, 작업부하, 오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Keyhole

effect

Ÿ Visual display unit(VDU)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keyhole

effect임. 2 개 이상의 절차서 수행시 운전원의

parallel processing의 제한 때문에

전산화절차서에서 keyhole effect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

CPS failure

in complex

situation

Ÿ 절차서의 중간, 복수개의 절차수행, 많은

계속적 수행 스텝, time-dependent step,

parameter-dependent step 수행시

전산화절차서의 고장으로 인해 종이절차서로의

전환은 문제의 가능성이 있음.



소프트제어

기

Unintention

al

activation

Ÿ 현재 운전원 행위의 부분이 아닌 Schema 가

동작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 발생하게 됨.

Description

errors

Ÿ 운전원이 특정 Schema를 동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가 모호하거나 표시되지 않을 경우

운전원의 오류(Slip)가 발생할 수 있음. 운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가 MMI에 적절히 표시되지

않은 설계에서 발생 가능

Mode

errors

Ÿ 모드에러는 특정 모드에서는 적절한 운전이

다른 모드의 device 상태에서 수행되어질 때

발생. 모드에러는 시스템의 상태와 모드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운전원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발생함.

Misorderin

g the

components

of an action

sequence

Ÿ 연속되는 운전에서 특정 행위를 누락(skip),

반대의 순서로 수행(reverse), 반복 수행(repeat)

등이 이 타입의 오류에 포함됨. 소프트제어기의

경우 기존 주제어실과 달리 interface

management의 이차직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운전원이 오류의 가능성이 높음.

Capture

errors

Ÿ 자주 수행하지 않은 운전을 수행할 때 자주

수행하는 유사한 운전이 존재할 경우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음. 예를 들어 A-B-C-D의 자주

수행하지 않은 운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자주

수행하는 A-B-C-E의 운전을 수행.

Loss of

activation

errors

Ÿ 운전원 메모리의 한계(decay, interference)로

인해 운전해야 하는 업무가 수행되지 않는 오류.

즉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망각하는 행위.



2.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인간신뢰도분석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인간신뢰도분석(d-HRA) 방법 개발의 방향

은 지난 2차 중장기 연구개발에서 개발한 아날로그 기반 주제어실 환경의 표준

HRA (K-HRA) 방법을 기본틀로 하고 그 위에 컴퓨터기반 설계 특성으로 인한

운전원 행위 및 수행도 영향인자(Performance Shaping Factors; PSFs)를 반영하

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림 3-57은 본 과제의 방향과 단계별 연구 주제들을 전

반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최종적인 연구목표는 차기 단계(2010-2011)에서 이

루어질 d-HRA 방법 및 분석 절차의 개발이며, 이를 위한 요소 기술로서 컴퓨터

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운전원 행위에 대한 관찰과 분석, 직무분석, 수행 영

향인자의 분석 등의 과제가 이번 단계(2007-2009)에서 수행된 연구내용이다. 각

과제에 대해 수행한 연구결과를 다음 절들에서 각각 정리한다.

그림 3-57 컴퓨터기반 주제어실에서의 인간신뢰도분석(d-HRA)

방법 개발 방향과 연구내용

3.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인간공학 검증 실험자료 수집 및 분석

가. 인간공학 검증 실험자료 수집

컴퓨터기반 설비들로 구성된 신형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인적수행도 및 인간



오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기술원(NETEC)에서 수행된 신고리 3&4

호기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 실험 자료를 2차에 걸쳐 수집하였다.

1차 실험에서는 LOCA, SGTR, ESDE, LOOP 등 4개 시나리오에 대해 각 3

회(1회당 90분 실험), 총 12회의 실험자료를 취득하였고, 2차 실험에서는 LOCA,

SGTR, ESDE 등 3개 시나리오에 대해 각 3회, 총 9회의 실험자료를 취득하였다.

그림 3-58과 그림 3-59는 각각 1차와 2차에 걸쳐 수행된 실험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STA

RO
TO

SRO

Large Display Panel

EO

그림 3-58 1차 인간공학 검증 실험에서 사용된 주제어실 시뮬레이터



RO
TO

SRO

Large Display Panel

그림 3-59 2차 인간공학 검증 실험에서 사용된 주제어실 시뮬레이터

나. 진단수행도 분석

본 절에서는 2차에 걸친 인간공학 검증 실험 중 사건진단 수행도에 대해 얻

은 인적수행도 및 인적오류 특성, 오류 복구 특성을 기술한다. 그림 3-60은 본

실험 중 사건진단에 사용된 전산화절차서 사건진단 절차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을 통해 파악된 분석 결과는 ‘사건진단에 소요되는 시간’과 ‘진단 직무 수행

시 유발된 인적오류와 오류의 복구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60 실험에 사용된 전산화절차서의 진단절차(SPTA-02) 구조

신형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진단절차 수행 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3-18에

제시하였고, 기존 주제어실에서의 수행도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존 주제어실 환경

에서 취득한 진단수행 시간 데이터를 나란히 제시하였다.

LOCA, SGTR 사건은 기존 주제어실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다소간 빠른 수

행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SDE의 경우에는 기존 자료보다 상당한 차이로 기

존보다 긴 소요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실험에 사용된 ESDE 시나리

오의 진단 애매성에 기인한 것이다. ESDE의 한 운전조(Event_ID: 20070719)의

경우 정상적인 올바른 진단을 수행했으며 기존 자료의 평균보다 약간 빠른 수행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두 사건의 경우(Event_ID: 20070523 및 20070612)에는 초

기 진단 시 진단 애매성으로 인하여 오진단 경로를 선택하였으며, 다른 운전원의

이상 확인으로 재진단을 수행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표 3-18 진단절차 수행시간 비교 (기존 주제어실 vs. 신형 주제어실)

본 실험을 통해 진단 수행시간을 아날로그 타입의 기존 주제어실과 비교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고 증상이 뚜렷한 정상적인 시나리오의

경우(SGTR or LOCA in this experiment), 컴퓨터기반 환경에서 다소간 빠른 수

행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컴퓨터기반 환경인 경우 직접적인 정보 제공

을 통해 정보 검색 및 정보전달을 위한 의사전달 과정이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험 데이터의 빈약으로 컴퓨터기반 환경에서의

수행도가 기존 주제어실 환경보다 빠르다고 판단내리기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진단수행도는 ESDE의 경우와 같이 시나리오의 물리적 또는 상황

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환경(기존 또는 신형)이 항상 빠르거나

늦을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없는 성격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 덧붙여 주지할 만

한 사실은 사고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1~2분 내외이므로 사고대응 관점

에서는 수행 시간의 차이보다도 진단의 정확도 또는 오진단의 최소화가 더욱 중

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실험을 통해 파악된 인적오류 유발 경향 및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 값과 추이의 만족이 모두 필요한 규칙의 경우, 현재 값이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경우, 추이에 대하여는 사려 깊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오류의 경향은 신형(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 유발되는 오류라고 볼 수는 없으며, 시나리오의 물리적

상황과 규칙에 의존하는 문제이므로 인터페이스의 환경에 관련없이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 가능성은 CBDTM과 같은 기존 HRA 방법에서 상황판단

논리에 따라 유사한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논리 복잡성으로 인한 판단오류에 가까운 것이며, 발전소의



물리적 상황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물리적

상황의 반영을 중요시하는 2세대 HRA 방법 개발 시에는 물리적 상황에

따른 HEP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오류 감소 관리 차원에서는 규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교육/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다중 규칙으로 이루어진 판단문의 경우

개별 규칙으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 이상(off-normal) 정보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독단적인 판단의 경우(다른

운전원들과의 논의 없이 혼자서 주어진 이상정보에 대하여 판단할 경우),

주어진 정보 또는 표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오판단을 유발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의 신형 주제어실의 경우, 정보가 의사결정자에게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므로 의사결정자는 다른 운전원과의 논의 없이 자신의

판단 모델을 기반으로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판단 모델이 잘못된 것일 경우 오판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자에게는 제한된 수의 정보가 주어짐으로 인하여 다른 여러 주변

정보들과 비교하여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충분히 오판단의 가능성이

있다. 기존 주제어실인 경우, Board operator가 특정 정보채널의 정보 제시에

대해 의사결정자보다 익숙하고 다른 여러 정보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의 가용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 이상상태를 감지할 가능성은

신형 주제어실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기반 주제어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오류감소 방안은 사건진단

또는 상황판단 단계 시 반드시 다른 운전원과의 체계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확인보다는 모든

운전조 구성원이 주어진 규칙과 상황을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고진단 시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지 보다는 정확한 사건의 진단이 이후의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진단에 필요한 매 진단 단계에서

정확한 확인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 본 실험을 통해 파악된 인적오류 유발 상황은 크게 물리적 상황과 계측기

고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원의 규칙 적용 오류 및 판단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므로 인간신뢰도분석에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오류경향에 의한 분석보다는 인적오류 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본 실험을 통해 파악된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의 오류복구

능력에 대한 것이다.

- (의사결정자 및 개별 운전원 관점) 사건에 대한 최종 진단 결과가

의사결정자 또는 개별 운전원 자신의 예상과 상이할 경우, 짐작이

가는(suspicious) 증상들에 대한 자발적인 재확인 등이 기존 주제어실보다

용이해졌다. 기존 주제어실의 경우에는 관련 증상에 대해 일일이 관련

운전원을 통한 정보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 운전원간 동일한 정보의 공유로 인하여 의사결정자의 오판단 및 오조치에

대하여 다른 운전원이 복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보공유는 운전원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여러 운전원에 의한

오류 복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STA에 의한 독립적인 증상 확인 업무가 기존 주제어실에 비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다. 기존 주제어실의 경우, STA는 독립적인 정보 확인을

위하여 STA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 패널을 검색했어야 했다.

- 신형 주제어실의 경우, 모든 운전원에게의 동일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특징이

오류 복구에 있어서 기존 주제어실과 비교하여 커다란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형 주제어실에 대한 HRA 방법 개발 및

적용 시 오류복구 정도에 대한 적절한 반영 혹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오류복구 가능성의 정도는 주어진 HMI 시스템에서 다른 운전원에 의한 확인

정도에 의존하므로 절차의 진행 방식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

다. 운전실패 사건 분석

2차에 걸친 인간공학 실험 결과, 전반적인 인적수행도는 적절한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부분적인 대응미숙 절차가 파악되었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

안을 표 3-19와 같이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운전미숙 절차는 컴퓨터기반 환경으

로의 전환 시 절차서 작성의 미반영 문제가 많았으며, 전산화절차서의 절차단계

의 이산화(discretized) 특성에 기인한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

차수

시나리

오

인적오류

사건
원인 및 유발상황 개선 방법

1차

SGTR

격리 SG

MSIV

우회밸브

장기 개방

절차서 지시 문구의 애매함: 다음

단계인 ‘RCS 감압’ 조치와

연계되어 있는 조치로서, 격리된

SG 압력을 85 kg/cm2 미만 상태의

적절 범위 내에 유지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나, ‘격리된 SG

압력을 85 kg/cm2 미만 유지’로만

기술되어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서

MSIV 우회밸브 닫음 조치를

누락함

격리된 SG

압력을 적절한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절차서 문구

변경; 계속적

수행단계 감시

기능을

전산화절차서(CP

S)에 구현

ESDE

파단

증기발생

기를 통한

냉각중

SBCS/AD

V를

이용한

과냉 유발

절차서 지시 문구의 부적절: 본

절차의 목적은 파단 SG 측의

Dryout 시 발생할 수 있는 RCS

온도상승을 제어하기 위함이며,

Dryout 발생 이전에 RCS 냉각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절차서 상으로는 본 절차의 수행

목적과 시점, 과냉에 대한 주의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부적절한

과냉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 MMI

설계의 부적절: 필요시 선택적

조치와 순차적 조치는

전산화절차서 MMI 화면에서

절차의 수행

목적과 방법,

시점, 관련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Rule-based

운전이

가능하도록

절차서 문구

변경; 순차적

조치와 선택적

조치를 구분하여

표 3-19 운전실패 사건에 대한 원인 및 유발상황 분석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적합하나

동일하게 순차적 흐름으로

표현되어 있음.

전산화절차서

화면 설계 필요

ESDE

RCP 정지

조건 인지

못함

RCP 정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

다른 절차로 넘어간 이후 정지

조건이 만족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함; 주의 및 작용 기억의

한계(Limitation of attention and

working memory)

계속적 수행단계

감시 기능을

전산화절차서(CP

S)에 구현

2차

LOCA

장기

노심냉각

운전 실패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로 가압기

수위 복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음; RWST에서 IRWST 로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장기 노심냉각

운전 방법을

비상운전절차서(EOP)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

비상운전절차서(

EOP)에 설계

변경 사항과

그에 따른 운전

방식 반영

SGTR

1, 2차측

압력균형

제어 실패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종결시

과냉각도 조건이 불만족에서

만족조건으로 변화됨에 따라

파단측 RCP 한 대가 계속 운전

상태에 있게 됨; 발전소 운전

상황에 따라

원자로냉각재펌프(RCP)의

운전상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절차서가 작성되지 않음

적절한 운전

전략 개발과

비상운전절차서(

EOP) 반영

4.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직무분석 및 오류유형 분석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분석은 크게 발전소 상

태진단 및 대응조치에 대한 결정을 지원하는 전산화절차서 기반 직무와 직무의

수행을 담당하는 소프트제어기 기반 직무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가. 전산화절차서 환경에서의 직무분석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 중 발전소 상태진단 및 대응조치에 대한 결정을

지원하는 부분은 전산화절차서(CPS)이며, 전산화절차서를 이용한 절차 단계 수

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를 분석할 수 있는 직무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전산화절차서 기반 직무분석은 APR1400 인간공학 검증실험 관찰, 전산화절

차서의 구조 검토, 운전 전문가 및 실험 참여 운전원의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전산화절차서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

하고, 전산화절차서 환경에서의 인적오류 분석을 위한 직무분석 항목을 도출하였

다. 전산화절차서 환경에서의 직무분석 항목과 관련된 오류유형을 표 3-20에 정

리하였다.

전산화절차서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직무분석 항목
주요 오류유형

전후 단계와의 직무 연관성
- 연관성 확인 실패로 인한 직무목표

인식 실패

주의/경고의 위치 및 내용 - 부적절한 수행 가능성

판단문 또는 경로선택의 구조 - 오경로 선택 가능성

직무표현 구조: 계층구조, 논리, 단계

수

- 계층구조 및 논리 혼동, 직무 수행

누락

불만족 조치사항 수행 및 복귀
- 불만족 조치사항 수행 누락

- 복귀 시 위치 상실

다수 페이지 작성 - 직무구조 혼동, 수행 누락

감시창 감시대상 필요성 - 상태감시 인식 실패

표 3-20 전산화절차서 환경에서의 직무분석 항목과 관련 오류유형

표 3-20에서 제시한 직무분석 항목을 이용한 전산화절차서 오류유형 분석은

다음 단계에 따라 수행된다.

(1) 계층적 직무분석(HTA) 기법을 이용한 직무분석

(2) 전체 또는 개별 직무단계에 대하여, 직무분석 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의

결정과 관련 내용의 기술



(3) 해당 직무분석 항목에 대한 현 전산화절차서의 설계 수준 분석

(4) 직무분석 항목에 대한 현 설계 수준을 반영한 인적오류 가능성의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산화절차서 직무분석 체계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시 ‘격리 증기발생기 압력제어’ 직무에 대하여 사

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격리 증기발생기 압력제어’ 직무에 대해 적용 가능한 직무분석 항목은 표

3-20에서 제시한 항목 중 ‘전후 단계와의 직무 연관성’과 ‘감시창 감시대상 필요

성’으로 파악되었고, 본 직무에 대한 세부 직무단계 분석과 오류유형 분석에 필

요한 정보수집 및 최종적인 인적오류 가능성 분석 결과를 표 3-2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산화절차서 직무분석 방법은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의 관

점에서 전산화절차서의 설계 적절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저감화할 수 있는 분석

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표 3-21 격리 증기발생기 압력제어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및 인적오류 분석

나. 소프트제어기 조작 직무의 직무분석 및 오류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의 주요한 설계특성 중 하나인 소프

트제어기 조작 직무의 직무분석과 오류유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컴퓨터기반 주제

어실에서의 운전은 기존 주제어실과는 달리 소프트제어기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O'Hara, 1992]. 소프트제어기를 이용한 운전수행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가진

다 [BNL, 2000].

- 여러 장소에서의 접근: 기존의 주제어실과 같이 하나의 제어기당 하나의

장치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소프트제어기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치에 여러 장소로부터 접근이 가능하다.



- 순차적인 접근: 기존의 제어기는 주제어실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병렬

접근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소프트제어기는 스크린을 이용하여 제어기를

찾고 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병렬 접근보다는 순차적인 접근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 제어기와 관련 지시기와의 분리: 기존의 주제어실에서는 제어기 옆에

관련된 변수를 표시하여주는 지시기가 위치하였다. 하지만 컴퓨터기반

주제어실에서는 이것은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설계상 관련

지시기가 제어기 옆에 있지 않아도 운전원이 필요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인터페이스 조작: 기존의 주제어실에서 운전을 위해 단순히 제어기만

조작하면 됐던 것에 반해, 컴퓨터기반 주제어실에서는 제어를 위해서 관련

소프트제어기를 찾아가는 등의 추가적인 인터페이스 조작이 필요하다.

- 다중모드: 소프트제어기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하나의

제어창에서 여러 모드들을 조정할 수 있는 다중모드로 설계가 가능하다.

예로, 하나의 제어창에서 버튼하나로 가압기의 수위와 압력을 조절하는

모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 소프트웨어 정의 기능: 단순한 반복작업 같은 것들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하나의 조작으로 수행되게 할 수 있다.

- 인터페이스의 유연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설계되기 때문에, 정해진

툴에 맞춰서 설계되기 보다는 다양한 자유도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소프트제어기는 기존의 제어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

게 되며,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소프트제어기를 이용하여 운전을 수행할 때

의 오류유형 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소프트제어기 조작 직무들을 표 3-22

와 같이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행위 목록 분류 그룹 안전/비안전 이산제어/연속제어 단일제어/그룹제어

보조급수를 이용한 SG 수위 유지 A 안전 연속제어

ADV 조절 A 안전 연속제어

HPSI 유량 조절 A 안전 연속제어

MSIS: SG 저압력 설정치 감소 조치 A 안전 연속제어

SIAS: 가압기 저압력 설정치 감소 조치 A 안전 연속제어

SIT 압력을 28 kg/cm2로 감압 A 안전 연속제어

가압기 가스배기(RCGVS) 개방 B 안전 이산제어

HPSI 기동 B 안전 이산제어

급수예열기와 다운컴마의 MFIV 격리 B 안전 이산제어

보조급수 격리밸브 격리 B 안전 이산제어

AFWP 기동 B 안전 이산제어

ADV 개방 및 닫음 B 안전 이산제어

ADV 전단 격리밸브 격리 B 안전 이산제어

POSRV 개방 B 안전 이산제어

SIT 격리 및 전원 제거 B 안전 이산제어

충전펌프 기동 B 안전 이산제어

유출관 격리 B 안전 이산제어

충전 유량 제어 C 비안전 연속제어 그룹제어

주살수 또는 보조살수 운전 C 비안전 연속제어 그룹제어

주급수 펌프 운전 및 밸브 조절 C 비안전 연속제어 그룹제어

붕산농축기(BAC)를 이용한 RWT 수위 유지 D 비안전 연속제어

SBCS 복수기측 밸브 조작 D 비안전 연속제어

가압기 전열기 운전 E 비안전 이산제어 그룹제어

모든 CEDM 냉각팬 운전 F 비안전 이산제어

모든 RCFC 저속으로 운전 F 비안전 이산제어

원자로캐비티 냉각팬 운전 F 비안전 이산제어

RCP 기동 및 정지 F 비안전 이산제어

기동용 급수펌프 기동/정지 F 비안전 이산제어

표 3-22 직무분석 대상 28개 인적행위에 대한 소프트제어기 유형 분류

소프트제어기 직무분석을 위하여 정보를 수입하고 분석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운전절차 LOCA, SGTR, ESDE 로부터 전체 60여(중복단계 배제)

직무단계로부터 전체 72개의 소프트제어기 사용 인적행위를 도출함

(2) 72개 인적행위에 대하여 소프트제어기 조작방식을 분류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또는 비안전관련 제어기 타입’, ‘이산제어기 또는 연속제어기

타입’, ‘단일제어기 또는 그룹제어기 타입’ 등의 분석 정보를 수집함

(3) 세 가지 타입에 따라 소프트제어기 조작방식을 분류하면 전체 8개

그룹으로 분류되나, 안전관련 제어기 타입의 경우 그룹제어기 방식의 제어

형식은 설계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전체 6개 그룹으로 분류됨

(4) 각 그룹별로 비상운전에서 주요한 행위로 고려되는 소프트제어기 사용



인적행위를 도출하여 전체 28개 행위에 대하여 상세 직무분석을 수행함

표 3-23은 상세 소프트제어기 사용 직무분석 결과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3 소프트제어기 사용 상세 직무분석 결과

직무분석 후 SHERPA[Embrey, 1986]라는 인적오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각

직무에 대해 발생 가능한 수행오류를 분석하였다. 이 단계에서 소프트제어기 세

부직무에 대해 각각의 유형이 정의되고 유형별로 발생 가능한 수행오류들이 정

의되었으며, 소프트제어기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인적오류 유형들이 정의되었

다. 그림 3-61은 SHERPA를 이용한 소프트제어기 상세 직무분석 결과의 한 예

를 보여준다.



그림 3-61 SHERPA를 이용한 소프트제어기 직무 상세분석의 예

그림 3-6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급수/보조급수 이용하여 SG 수위 유지’라

는 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총 6단계의 운전이 필요하며, 각 운전은 순차적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운전원 콘솔정보 화면에서 2차계통 디렉토리 화

면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단계로 보조급수(AF) 선택이 이루어지고 터빈

보조급수 펌프 AT(AF pump turbine)가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로 ‘밸브 010과 MS-110 개방’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 운전은 다시 세 단계의

운전으로 이루어지며, 각 세부 운전이 모두 완료되어야 네 번째 운전이 완료된

다. 이와 마찬가지로 5단계 6단계 운전 역시 세부 운전들로 구성이 되며 모든 세

부 운전이 완료되어야 상부 운전이 완료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본적인 직무분석과 오류유형 분류하는 방법은

SHERPA를 따르지만, 소프트제어기의 특성에 맞게 4 단계의 과정과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6개 유형의 수행오류가 정의된다.

4 단계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선택: 운전원은 절차서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 적합한 수행되어야 할

운전을 선택한다.

(2) 화면선택: 운전원은 조작하고자 하는 소프트제어기가 포함된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화면을 선택한다. 한번 또는 두 번 이상의 화면 선택과정이

필요하다.

(3) 제어기선택: 한 화면은 다수의 지시기와 제어기를 포함하므로 조작하고자



하는 대상 제어기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운전수행: 제어기 선택 후 적절한 운전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제어기를 이용한 운전이 수행되며 이러한 과

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 유형은 그림 3-62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3-62 소프트제어기 오류유형

위의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6개 유형의 수행오류가 정의되었으며 어떠한 오

류는 즉각적으로 복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면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제어기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인지하고 다시 올바른 화면이나 제어기를 선택할

수 있다. 잘못된 화면 선택의 경우 나타나는 화면이 다르고 선택해야 하는 제어

기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복구가 가능하나, 잘못된 제어기

를 선택한 경우는 소프트제어기 특성상 제어기 선택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제어

창이나, 다른 화면에 있는 제어화면에 운전원이 집중하게 되므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6개 유형의 수행오류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운전을 수행하지 않음: 운전원은 운전절차서에 따라서 운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행해야 될 운전을 수행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올바른 화면을 선택하고 올바른 제어기를 선택한

이후에 운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수행하지 않고 수행하였다고

착각하여 운전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잘못된 제어기를 조작함: 다른 화면을 선택하거나, 올바른 화면 선택

이후, 선택된 화면 안에서 조작되어야 할 제어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위치하는 비슷한 제어기를 선택하는 등 잘못된 제어기를 선택하여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잘못된 제어기가 선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수행 전에 운전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올바른 제어기를

선택하는 경우 올바른 운전으로 복구가 가능하나 잘못된 선택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을 수행하는 경우 잘못된 운전이 수행되게 된다.

- 잘못된 운전을 수행함: 올바른 화면을 선택하고 올바른 대상 제어기를

선택한 이후에 잘못된 운전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밸브를 닫아야 하는데

‘CLOSE' 버튼 대신 'OPEN' 버튼을 누르는 경우를 말한다.

- 운전 모드를 혼동함: 한 제어창이 여러 모드를 가질 경우 운전모드를

적절히 변경하지 않고 조작하여 잘못된 운전이 수행되는 경우이다. 예로,

가압기 수위와 압력이 같은 창에서 조절되며 ‘수위/압력’ 변경 버튼으로

모드가 변경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절한 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조작을 하여

수위대신 압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 운전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음: 운전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이다.

올바른 제어기에서 운전을 수행하면서 수행되는 운전이 그 목적에 맞게

끝가지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운전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아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이다.

- 운전을 지연되어 수행함: 화면이나 제어기의 잘못된 선택이나, 그

복구과정, 혹은 인터페이스 조작에서 생긴 지연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운전에 지연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이 경우 운전이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지

못하여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5.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수행도 영향인자 분석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인적수행도 영향인자 개발은 진단오류 관련

영향인자와 수행오류 관련 영향인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수행하였다. 진단오류

관련 영향인자는 전산화절차서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수행오류 관련 영향인



자는 소프트제어기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가. 전산화절차서 관련 수행도 영향인자 분석

전산화절차서와 관련된 영향인자 도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졌다.

(1) 미국 NRC에서 작성한 전산화절차서 검토지침([O’Hara, 2000b], [O’Hara,

2002])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직무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설계인자를 선정함

(2) 국내 신고리 3&4 인간공학 검증실험을 통하여 얻은 주요 수행도

영향인자를 반영함

(3) 절차서에서 요구되는 직무유형을 직무 요구 특성에 따라 분류함

(4) 각 직무유형에 대하여 전산화절차서 수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설계인자를 도출함

NRC 전산화절차서 검토지침들은([O’Hara, 2000b], [O’Hara, 2002]) 크게 3개

범주(CPS Information Display, Functional Capabilities, Management and

Support of Procedures), 16개 그룹, 69 세부항목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각 항목

에 대해 주요한 기능과 검토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인간신뢰도분석 관점에서 인

적수행도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인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들 항목들을 전반적으

로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전산화절차서를 기반으로 한 수행 시 인적수행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는 다음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Ÿ 동적 전개 특성과 관련된 요소

- 논리 구조 해석

- 계속적 수행직무에 대한 감시

Ÿ 제한된 화면 영역(Display Area)

- 절차단계 화면 설계에 영향

두 번째로, 신고리 3&4호기 인간공학 검증 실험을 통하여 파악된 전산화절차

서 관련 설계요인은 다음과 같다.

- 애매한 지시문구(우선순위/대안선택을 위한 명확한 지시필요)

- 애매한 지시문구(절차 목적/의미에 대한 명확한 표현 필요)

- 제한된 공간: 한 단계의 절차를 두 페이지에 나누어 작성, 단계 전체에

대한 파악 어려움



절차서

직무유형
정 의 수행도 영향(설계)인자

유형A-

단일정적

직무단계

일회적 직무수행

단계로 해당

절차단계에 도달시

l 주 절차단계에 대한 설계요소

- 지시문의 명확성 (특히,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 여러 대안 중 적절한

표 3-24 전산화절차서 관련 주요 수행도 영향인자

- 이산화된(Discrete) 구조: 단계간 흐름 또는 연관성 인식에 취약 (상태감시

필요, ‘직무설계 및 감시창 설계’ 중요)

- 구조적 한계: 장기적 감시가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 인식

실패’; 별도의 절차단계로 설계하고 ‘지속적 상태감시 필요’

- 절차간 연관성 파악 어려운 상태에서 애매한 지시문구

- 주의/경고문의 대안선택에의 영향(해당 조치와 인접하여 위치시킬 필요)

- 일관성이 부족한 구조(예, ‘예/아니오’의 위치)

- ‘불만족시 조치사항’의 위치 확인 애매함

- 이전 수행 조치의 망각 가능성

세 번째로, 절차서에서 요구되는 직무유형을 비상운전 시의 직무 요구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유형A-단일정적 직무단계: 일회적 직무수행 단계로 해당 절차단계에 도달

시 일회적으로 조건에 상관없이 수행하고 넘어감

- 유형B-단일동적 직무단계:

․ B-1 : 특정 물리적 조건 또는 시점에 도달할 경우 일회적으로 수행함

(조건만족 시 일회적 수행)

․ B-2 : 조건만족과 일회적 수행 후에도 조건의 변동 관찰과 변동에 따른

조치가 요구됨, 또는 상태의 지속적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조절이

요구됨

- 유형C-다른 직무단계와 연관관계: 동적거동 상으로 한 단계의 조치가 다른

단계(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경우

마지막으로, 각 직무유형별로 인적수행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설계 요인을 도

출하고 표 3-24에 정리하였다.



일회적으로 조건에

상관없이 수행하고

넘어감.

방법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제공(보조정보

포함)

- 항목의 나열(Lists)과 계층구조 표현,

Checkoff 기능

- 항목간 수행/만족 논리 관계 명시적

표현

l 불만족 조치사항(CA) 관련 설계요소

- 적절한 위치(해당 하부단계)에서의

연결

- CA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문 및

구조의 명확성(판단문과 CA

수행여부와의 명확한 관계성)

- CA 수행 후 복귀 기능/구조의 적절성

- 복귀 후 위치 확인

용이(Place-keeping capability)

- CA 수행 여부 확인 용이

l 주의/경고의 영향 가능성

- 주의/경고의 대안 선택에의 영향

유형B-

단일동적

직무단계

B-1

특정 물리적 조건

또는 시점에 도달할

경우 일회적으로

수행함(조건만족 시

일회적 수행)

l 주 절차단계에 대한 설계요소

- 유형A의 설계요소와 동일한 내용

포함

- 절차 수행 여부(조건)에 대한

판단문의 내용 및 구조의 적절성

․규칙의 복잡성(논리, 부정문 등),

문구의 애매성

․상황적 애매성(시나리오의 동적거동

상황)

․판단 구조의 혼동

가능성(‘예/아니오’의 위치 등)

l 불만족 조치사항(CA) 관련 설계요소

- 유형A의 설계요소와 동일한 내용



포함

l 주의/경고의 영향 가능성

- 유형A의 설계요소와 동일한 내용

포함

- 주의/경고의 감시기능 설계(아래

‘절차관리 구조에 대한 설계요소’

적용)

l 절차관리 구조에 대한 설계요소

- 감시창 감시기능의 설계 적절성

․수행조건 만족 시 일회적인 수행 후

감시기능 필요 없음

․완료 상태에서의 감시기능과 보류

상태에서의 감시기능의 차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과 감시창 감시

설계의 용이성

․감시창 감시 대상 절차단계의 수

B-2

조건만족과

일회적 수행 후에도

조건의 변동 관찰과

변동에 따른 조치가

요구됨, 또는 상태의

지속적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조절이

요구됨

l 주 절차단계에 대한 설계요소

- 유형B-1의 설계요소와 동일한 내용

포함

l 불만족 조치사항(CA) 관련 설계요소

- 유형B-1의 설계요소와 동일한 내용

포함

l 주의/경고의 영향 가능성

- 유형B-1의 설계요소와 동일한 내용

포함

l 절차관리 구조에 대한 설계요소

- 감시창 감시기능의 설계 적절성

․지속적인 감시기능 필요함

․완료 상태에서의 감시기능과 보류

상태에서의 감시기능의 차이

․대응이 필요한 시점과 감시창 감시

설계의 용이성



․감시창 감시 대상 절차단계의 수

유형C: 다른

직무단계와

연관관계

동적거동 상으로

한 단계의 조치가

다른 단계(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경우

l 주 절차단계에 대한 설계요소

- 유형B-1의 설계요소와 동일한 내용

포함

l 불만족 조치사항(CA) 관련 설계요소

- 유형B-1의 설계요소와 동일한 내용

포함

l 주의/경고의 영향 가능성

- 유형B-1의 설계요소와 동일한 내용

포함

l 절차관리 구조에 대한 설계요소

- 감시창 감시기능의 설계 적절성

․유형B-2 유형의 설계요소와 동일

- 단계간 연계성/연관성 표현의

적절성/구체성(구조적, 문구적)

표 3-24의 영향인자 외에도, 진단오류 복구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복구 인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개의 인자로 정리될 수 있다.

Ÿ 시스템 감시 프로그램

Ÿ 다른 운전원에 의한 동시확인 또는 독립확인

Ÿ 경보 및 발전소 상태정보를 통한 본인 및 타인의 확인

나. 소프트제어기 관련 수행도 영향인자 분석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수행오류 관련 영향인자는 소프트제어기를 중심으로 도

출하였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NRC에서 작성한 전산화절차서 검토지침(([O’Hara, 1996], [O’Hara,

2000a~b], [O’Hara, 2002])과 기타 관련 문서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수행오류 유형별 관련 영향인자 분석

(2) 앞서 설명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수행오류 유형과 관련된 원인 및



수행 오류
유형

주된 원인

운전을
수행하지 않음

운전 절차서에서 적절한 운전 선택을 하지 못함

반복되는 유사한 운전을 수행중에 운전을 누락함

운전 수행후에 운전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여 운전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
못함.

잘못된
제어기를
조작함

비슷한 제어기나, 가까운 위치의 제어기를 잘못 선택함.

잘못된 운전을
수행함

조작하는 버튼의 위치나 크기 때문에 적절한 조작을 못함.

운전 모드를
혼동함

여러 운전 모드를 포함하는 제어창에서 현재 모드를 확실히
보여주지 못함.

운전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음

다른 운전원에 의한 방해

동시에 여러 운전을 수행하면서 한 운전이 완전히
수행되었음을 확인 못함.

운전이 완전히 수행되었음을 알려주는 피드백의 부재

운전을
지연되어
수행함

잘못된 화면 선택이나 제어기 선택의 복구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

인터페이스 조작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연

표 3-25 소프트제어기 수행오류 유형에 대한 원인 분석

영향인자 분석

(3) 국내 신고리3&4 인간공학 검증실험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오류 유형에 따른 주된 원인과 대표적인 영향인자들 도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앞의 ‘4의 나.’ 에서 정리한 소프트제어기 조작 직

무의 오류유형들에 대하여 원인 분석을 표 3-25와 같이 수행하였다.

소프트제어기의 개별 조작 직무에 대한 오류원인 외에도 소프트제어기의 사

용은 화면 이동 등 'Interface Management' 직무의 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

존의 제어기와는 다르게 소프트제어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이외에

도 제어기를 찾아가기 위한 부가적인 작업 ‘Interface Management'가 필요하며,

앞서 설명된 소프트제어기 조작과정에서 ’화면선택‘과 ’제어기선택‘ 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단일 행위를 포함하여 다중 행위가 요구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모두 고려한다면, 소프트제어기 사용 직무에 대한 대표적인 영향인자



는 다음 인자들로 제시될 수 있다.

Ÿ 화면 설계 수준(유사성/근접성) 및 제어기 설계 방식

- 위에서 설명된 소프트제어기를 이용한 조작 과정에서 ‘화면선택’과

‘제어기선택’ 과정은 화면 설계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한 화면에

많은 정보를 포함시키면, 대상 제어기를 찾아가는데 요구되는

화면이동의 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한 화면에 포함된 많은 정보 중에

대상 제어기를 선택해야 하므로 제어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화면에서의 제어기 위치나 다른

제어기와의 위치, 표시되는 그래픽의 형태 등, 화면설계 수준 및 제어기

설계 방식이 수행오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Ÿ 소프트제어기를 이용한 단위 행위의 수

- 위의 SHERPA에서 분석되었듯이 소프트제어기를 이용하여 조작하는

경우 한 직무가 여러 부 직무들도 이루어지며, 부 직무들 또한 더 작은

직무들로 나뉜다. 소프트제어기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각 컴퓨터기반 주제어실마다 다른 설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정의 기능들 역시 다르다. 따라서 각 주제어실마다 다른

단위 행위의 수를 갖게 되며, 수행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단위행위의 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Ÿ 안전/비안전 제어기의 복합적 구성 정도

- 발전소 운전은 안전계통에 대한 조작과 비안전계통 조작으로

나눠지는데, 안전을 위하여 안전제어기를 이용한 조작은 비안전제어기

조작과는 다르게 조작하는 절차나 입력기 등의 차이를 두게 된다.

APR1400의 경우 비안전제어기는 정보표시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조작하지만 안전제어기는 별도의 ESCM 화면에서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조작한다. 일반적으로, 운전들은 안전제어기나 비안전제어기

조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합적인 조작을 요구로 하는 운전들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이 안전/비안전 제어기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된

환경에서는 안전/비안전 제어기의 복합적 구성 정도도 중요한 인자가

된다.

Ÿ 서로 다른 계통(또는 화면)의 조작 필요

- 기존 주제어실에서는 계측기와 제어기가 펼쳐져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보면서 조작하는데 용이하였으나, 컴퓨터기반 주제어실에서는

한정된 화면에서 정보를 찾아서 조작을 해야 한다. 다른 계통의 정보를

보거나 다른 계통의 제어기를 조작하기 위해서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아닌 다른 화면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

인적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기반 주제어실은 한

운전원이 볼 수 있는 화면의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이용하여 설계되지만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하나의 모니터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개의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들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계통(또는

화면)의 조작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역시 중요한 인자가

된다.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세계적으로 리스크 정보활용 체계의 병목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디지털 계측제

어(I&C)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디지털 기술은 이미 본격적으로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의 안전기능에 적용되

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고유 특성들에 대한 새로운

PSA 방법론의 개발과 PSA 수행체계 정립은 매우 시급한 이슈이다. 이에 따라,

3차 중장기 연구과제의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 운전되는 원전의 리스크 정보활

용 의사결정을 위한 디지털 I&C PSA 수행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한 1단계 연구개발 (2007.3 - 2010.2; 3년)의 세부 목표는 디지털 계측

제어(I&C)의 고유 특성들에 대한 PSA 방법론 개발에 있다. 추가로 2단계 사업

(2010.2 - 2012.2; 2년)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된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I&C 리스크 통합분석 모델 구축 및 분석교범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림 4-1과 같

이 계획되어 있다.

그림 4-1 중장기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3차 1단계 연구는 표 4-1부터 표 4-3까지 기술된 연차별 연구 연구목표의

달성도에 나타나 있듯이 RFP에서 정의된 연구개발목표와 연차별 세부 연구내용

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달성도

(%)
비고

디지털 I&C

운전경험자

료 분석

o 디지털 계통/기기의 운전경험자료

예비조사 및 DB 구조 설계

- 베이지안통계프로그램(BURD) 개선

- OPR1000 DPPS 및 DCS

운전경험자료 예비조사(울진

5,6호기대상 183건)

- 디지털 운전경험자료 DB 구조 설계

10 100

- BURD

소프트웨어

OECD/NEA 제공

디지털 I&C

PSA 방법론

개발

o 디지털 계통의 SW 제어 특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 SW 생명주기의 BBN 모델(3계층

NPT100개)을 개발하여 KNICS

SW요구명세단계에 시범적용

- 확률 모형 기반, 시험기반, 척도기반

일반 SW 신뢰도 평가 방법론 조사

연구

o 디지털 계통의 HW 설계 특성에 따른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 디지털 D3(Diversity and

Defence-in-Depth) 설계특성 파악

- 다중화된 디지털계통의 플랜트

리스크 영향 평가(다중화 중요성

정량적 입증)

- 다중 상호 감시기능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70 100

- 실제 원전

안전계통 SW에

적용을 위해

통용중인

SW신뢰도 정량화

기법 4가지

적용성 연구

- 본과제의

모델이 미국 NRC

과제 벤치마크

모델로 사용됨

- 4편의

SCI논문게재

디지털 HMI

환경에서의

HRA 표준

방법론 개발

o 디지털 HMI 환경에서의 인적오류유형

파악

- 차세대 디지털 HMI 특성 조사 및

분석

- 차세대 주제어실 시뮬레이터

모캅에서의 1차 실험 자료

취득(AV자료) 및 분석

- 인적오류유형 예비 선정

20 100

- 다이나믹 모캅

실험을 통해

3가지 인적

오류사건 도출

총계 100 100 100

표 4-1 1차년도 연구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달성도

(%)
비고

디지털 유발

초기사건 분석

o 디지털 I&C 유발 초기사건 분석 절차

개발 및 표준형 원전을 대상으로 원전

적용 연구

- 전년도수집 I&C 기인 불시정지자료

(183건) 상세 분석 및 정지유발 가능기기

(SPV) 분석을 통한 디지털 유발

초기사건 유형분석

- 초기사건(55개)별 정지변수에 대한

시뮬레이터 실험결과를 이용한 최종

ATWS 빈도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로

정확성 개선

10 100

- 디지털 I&C

관련 불시정지

원인 조사

- ATWS

빈도모델의

정확성 크게

증가

디지털 계통의

소프트웨어(S

W) 제어

특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o 안전-필수 SW 신뢰도 평가를 위한 4가지

방법론의 원전 적용성 연구를 통하여,

방법론 간의 제약사항들을 고려한

통합분석체계 개발

- 범용 BBN 모델(3계층 NPT20개)

개발하여 KNICS SW코딩단계에 적용

- 신뢰도성장모형의 적용요건에 따른 원전

적용성 평가

- RePS 기법(척도기반 모형)에 대한 원전

적용성 개선 연구

- 제약사항(과다한 시험 횟수)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험기반 평가모델

개발 및 원전 적용성 연구

30 100

- 미국OSU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 척도기반

평가법은

불확실성과다로

안전계통적용

불가

디지털 계통의

하드웨어

(HW) 설계

특성에 따른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o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안전계통의

결함주입 실험장치 구축

- FIMAN(Microprocessor 디버거와

결함주입 제어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결함주입 장치) 개발

- 실제 원전 안전계통에 적용될 CPU

모듈과 입력모듈에 대한 결함주입 실험

장치 구축

o 결합주입 실험에 의한 디지털 시스템의

고유특성별 원전 적용 연구

- ARM 프로세서 실험에 기초한 일반화된

결함검출률 평가모델 연구

- 상호감시 기능에 대한 결함검출률 추정

방법론 연구

- 자동주기시험의 자가진단기능에 대한

FMEA 및 고장주입실험에 기초한

계통신뢰도 영향 평가용 확률모델 개발

및 원전 적용성 연구

- 다중 설계 관련 공통원인고장 평가용

해석 모델 개발 및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으로의 적용을 통한 검증

40 100

- 결함주입

실험 방법

특허출원

- 2편의 SCI

논문게재

표 4-2 2차년도 연구목표 및 달성도



디지털 HMI

(컴퓨터 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운전원

직무분석

o APR1400 주제어실 시뮬레이터의

실험자료 취득

- 2차에 걸친 3종류의

사고시나리오(LOCA, SGTR, ESDE)에

대한 실험자료 취득 (총9회, 총 800여분의

AV자료)

o 시뮬레이터 실험자료 기반 인적수행도

분석

- 대화록 작성 및 timeline 분석에 의한

기존 주제어실과의 인적수행도의 비교

연구

- 컴퓨터 기반 주제어실에서의 운전원간

종속성 영향 평가 모델 개발

- CPS 및 소프트제어기에 대한 직무분석

- 컴퓨터 기반 주제어실의 구조 및 사고

시나리오별 실험관측결과에 기초한

인적오류 유형 및 유발상황 분석

20 100

- 컴퓨터 기반

MCR 에서의

운전원 진단

오류 복구

가능성 증대,

수행 시간은

다소 길어짐

총계 100 100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달성도
(%)

비고

디지털기기

운전경험

자료 분석

o 안전-필수 디지털 계통/기기 고장자료

수집

- OECD/NEA COMPSIS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해외 디지털

운전경험분석자료 취득(40여건)

- OPR1000의 디지털 I&C 기기 고장

자료를 상세 수집 (안전필수 계통은

울진 5,6호기에만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안전 저해 고장 분석)

o 디지털 기기 고장자료 추정 (2단계

1차년도 계속 연구항목)

- 유형 및 고장확률 추정

- 베이지안통계처리

소프트웨어(BURD)를 활용하여 기존

자료에 업데이트하여 최종 고장률 추정

10 100

- BURD 판매대행

계약

- BURD 파키스탄

무상공여

- SCI 논문 1편

디지털 계통

소프트웨어(S

W) 제어

특성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o 안전-필수 SW 신뢰도 평가를 위한

원전적용성 연구

- 신뢰도성장모형: KNICS의 안전필수

SW 개발에서 디버깅 이력을 조사하여

RGM 적용성 분석

- 시험기반 모형: 단일 외부 입력변수만

고려한 2차년도 연구를 확장하여 내부

상태 변수의 복합 모형 개발

o 임베디드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방법론개발

- 모델체킹방법을 이용하여 HW-SW

복합고장의 양상을 확인하고

SW평가방법론 적용성 평가

30 100

- 미국 BNL

전문가 웍샵

패널초청

- 미국 NRC의

NUREG/CR

외부검토 의뢰

디지털 계통

하드웨어

(HW) 설계

특성에 따른

신뢰도 평가

방법론 개발

o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안전계통의

결함주입 실험 수행

- FIMAN을 이용하여 고장내구성 기법

유효성 정량화를 위한 실험을 수행

(입력모듈 약1만회, CPU모듈 약1천회)

- 레지스터와 메모리의 고장에 대한

반응을 통해 전체 모듈의 고장시

결함검출률을 정량화

- 상호감시 기능에 대한 결함검출률

추정의 원전 적용성 검증

o 디지털 기기의 자동 주기시험 기능 평가

- 자동주기시험의 유효성 정량화

방법론의 원전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APR1400 원자로보호계통의 모캅 설치

및 실험

40 80

- 결함주입시험관련

특허1건 출원

- 프로그램등록 3건

- 실제 원전적용

디지털 모듈로

실험장치 구성

- 한일 규제기관

WS 초청 발표

표 4-3 3차년도 연구목표 및 달성도



디지털 HMI

(컴퓨터 기반

주제어실)

환경에서의

인적오류

영향인자

분석

o 시뮬레이터 실험자료 기반 인적수행도

분석

- 시뮬레이터 실험자료에 기반한 기존

주제어실과의 인적수행도 비교분석 및

운전원간 종속성 평가 방법 개발

- 전자식 절차서(CPS)를 이용한 직무의

직무분석 항목 도출 및 소프트제어기

사용 직무의 계층적 직무분석

- 컴퓨터기반 주제어실 인적행위의

인간신뢰도분석을 위한 전자식절차서

및 소프트제어기 설계특성 관련 주요

수행영향인자(PSF) 목록 도출

20 100
- SCI 논문 2편

- 특허1건 출원

총계 100 100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공개 발표된 연구실적 및 성과들은 표 4-4부터 표

4-7에 정리하였다.

구 분

1차년도

(2007.3.1～

2008.2.29)

2차년도

(2008.3.1～

2009.2.28)

3차년도

(2009.3.1

～2010.2.28)

합계

(단위:건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논문게재 2 3 2 2 5 4 10

논문발표 4 5 5 8 1 6 10 19

특허출원 1 2 3

특허등록

프로그램등록 3 3

기술이전 10 5 2 9 3 24 5

표 4-4 연구성과 총괄표



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호
주관단체

주연구

(발표)

자

국

내

게

재

1
Procedure for Application of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s to NPP PSA

Nuclear Engineering

& Technology (SCIE)

2009/10

(v41,n8)
KNS 손한성

2

An Overview of Risk Quantification Issues of

Digitalized Nuclear Power Plants using Static

Fault Tree

Nuclear Engineering

& Technology (SCIE)

2009/8

(v41,n6)
KNS 강현국

3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pplying

Software Reliability Growth Models to

Safety-Critical Software

Nuclear Engineering

& Technology (SCIE)

2007/04

(v39,n2)
KNS 김만철

4
Fault Tree-based Risk Assessment for Dynamic

Condition Changes

Nuclear Engineering

& Technology (SCIE)

2007/04

(v39,n2)
KNS 강현국

발

표

1
안전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를 위한 V＆V 기반

재사용 BN 연구
KNS 학술발표회 2009/5/20 KNS 엄흥섭

2
국가기간시설 피해를 포함한 국가 위험도 모델의

개념
KOSRIG 학술발표회 2008/12/11 KOSRIG 강현국

3
베이시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의 영향분석
KOSRIG 학술발표회 2008/12/11 KOSRIG 이승준

4
디지털 I＆C 계통의 원전 리스크 통합분석

기술현안

원전계측제어계통

디지털

설계기술워크숍

2008/6/19 KOPEC 장승철

5

Effect of k-out-of-n Redundancy in Reactor

Protection System in Consideration of Common

Cause Failure

KNS

학술발표회
2008/5/29 KNS 강현국

6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용 Bayesian Net 모델링

방법

KNS

학술발표회
2008/5/29 KNS 엄흥섭

7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전 리스크 통합분석 기술

개발

PSA/RIA 연구현황 및

협력방안 워크샵
2007/11/22 KNS 장승철

8 BBN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정량 평가 KNS 학술발표회 2007/5/11 KNS 엄흥섭

9
Risk Effect Analysis of Digital Safety-Critical

I＆C System
KNS 학술발표회 2007/5/10 KNS 강현국

10
Effects of Forgetting Phenomenon on

Surveillance Test Interval
KNS 학술발표회 2007/5/10 KNS 이호중

국

외

게

재

1

Statistical management of an instrument setpoint

drift based on plant specific as-found/as-left

data

Annals of Nuclear

Energy (SCI)

2010/2

(V37, No.2)
Elsevier 장승철

2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s of

Decision　Support Systems on Operator

Performance

J.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SCI)

2009/12

(v46,n12)
AESJ 이승준

3
Input-Profile-Based Software Failure Probability

Quantification for Safety Signal Generation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SCI)

2009/10

(v94,n10)
Elsevier 강현국

4
Software Failure Probability Quantification for

System Risk Assessment
SRX Engineering 2009/10 Hindawi 강현국

5
Modeling of a Dependence between Human

Operators in Advanced Main Control Rooms

J.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SCI)

2009/5

(v46,n5)
AESJ 이승준

표 4-5 국내외 논문 게제 및 발표



6

A Quantitative Study on Risk Issues in Safety

features Control System Design in Digitalized

Nuclear Power Plant.

J.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SCI)

2008/9

(v45,n8)
AESJ 강현국

7

An analytical approach to quantitative effect

estimation of operation advisory system based

on human cognitive process using the Bayesian

belief network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SCI)

2008/4

(v93)
Elsevier 이승준

8

A Method for Identifying Instrument Faults in

Nuclear Power Plants Possibly Leading to

Wrong Situation Assessment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SCI)

2008/2

(v93)
Elsevier 김만철

9
Fault Tree Modeling for Redundant

Multi-Functional Digital Systems

International J. of

Performability Eng.

2007/7

(v3,n3)
RMS 강현국

10
Plant Risk Effect Analysis Focusing on Digital

I＆C Equipment Failures

J.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SCI)

2007/4

(v44,n4)
AESJ 강현국

발

표

1

Effect Estimation of an Automatic Periodic

Tests in NPP Digital I＆C Systems by Fault

Injections

10th KJPSA 2009/5/18 KJPSA 이승준

2
Some factors to consider when estimating the

fault detection coverage of digital systems
NPIC＆HMIT 2009 2009/4/6 ANS 김만철

3
Reliability Assessment of a Safety-critical

Software by using Generalized Bayesian Nets
NPIC＆HMIT 2009 2009/4/6 ANS 엄흥섭

4
Issues and Research Status for Static Risk

Modeling of Digitalized Nuclear Power Plants
NPIC＆HMIT 2009 2009/4/6 ANS 강현국

5
Depend Human Error Probability for Main

Control Room Operations
NPIC＆HMIT 2009 2009/4/6 ANS 이승준

6

Quantification of Fault Coverage for Digital I＆C

PSA Using Hardware-based Fault Injection

Techniques

OECD/NEA

COMPSIS
2009/3/11 OECD/NEA 장승철

7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an Automatic

Test for a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ANS Annual Meeting 2008/11/11 ANS 이승준

8
Quantification of Important Factors in Digital

I＆C PSA
OECD/NEA WGRISK 2008/10/21 OECD/NEA 김만철

9 Issues of Digital I＆C PSA OECD/NEA WGRISK 2008/10/21 OECD/NEA 강현국

10
Utilization of Bayesian Nets for Safety-critical

Software Development
PBNC 2008/10/16 PBNC 엄흥섭

11

A Test-Based Software Failure Probability

Quantification Method for Safety-Critical

Applications

NUTHOS 2008/10/6 NUTHOS 강현국

12

Issues regarding Risk Effect Analysis of

Digitalized Safety Systems and Main Risk

Contributors

IYNC 2008 2008/9/23 IYNC 강현국

13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impact analysis of

decision support systems for advanced MCR

operators

IYNC 2008 2008/9/23 IYNC 이승준

14
A Study on Quantification of Fault Coverage for

Digital I＆C PSA

OECD/NEA

COMPSIS
2008/5/16 OECD/NEA 장승철

15 VSSI X-Bar Control Charts for Processes With IEEM 2007/12/4 IEEM 이호중



Multiple Assignable Causes

16
Risk contribution of digitalized safety-critical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ANS Winter meeting 2007/11/12 ANS 강현국

17 R＆D Status for a Digital I＆C PSA in Korea
OECD/NEA Digital

I＆C Rel. Task Group
2007/10/30 OECD/NEA 장승철

18
Fault Coverage: An Important Parameter for

Dynamic PSA of Digitalized Safety Systems

2007 Dynamic

PSA/PRA
2007/10/22 OSU 강현국

19

Main risk contributors of digitalized

safety-critical systems from the viewpoint of

PRA

OECD/NEA WGIP

Workshop
2007/9/24 OECD/NEA 강현국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

일
출원/등록번호

발명

(연구)자

발

명

특

허

출원

1

소프트 제어기 유형에 따른

인적오류 모드 및 인간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성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09.12.10 2009-123054 이승준

2
임베디드 시스템 결함검출률 평가

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09.07.21 10-2009-0066390 김만철

3
디지털 시스템 오류유발가능 결함

판별장치 및 그 방법
한국 2008.04.28 10-2008-0039333 김만철

등록 1

프

로

그

램

등록

1
IDiPS RPS 결함탐지능력 측정을

위한 ATIP 응용 프로그램
한국 2009.12.15 2009-01-211-007343 최종균

2
디지털 데이터 측정, 연산 및

자동저장 프로그램
한국 2009.12.15 2009-01-211-007344 최종균

3
PLC 운영체제에 대한

고장주입실험 자동화 프로그램
한국 2009.10.23 2009-01-211-005695 이영준

표 4-6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이전기술내용 업체명
방법 (용역

/자문/수탁)

경비

(기술료)
기간 비고

한국표준형원전 안전관련 I&C

설비의 시험주기 최적화 방안

연구

한수원

(운영계획팀)
용역 유상

2008.9.8 ~

2010.3.8
수행중

베이지안 통계처리

소프트웨어 (BURD)

(주)한국신뢰

성기술서비스

판매대행계

약

매출액의

10%

계약일로부

터 5년간

교과부 검토

계류중

미국 BNL의 디지털 계통

PSA 모델관련 NUREG

최종보고서 검토

미국 BNL 국제협력 무상 2008.11 NRC의 의뢰

베이지안 통계처리

소프트웨어 (BURD)
국제협력 무상 2008

NEA 검토

계류중

소프트웨어 고장의 확률론적

처리 이론적 배경

미국

BNL/NRC
국제협력 무상 2009.5

베이지안 통계처리

소프트웨어 (BURD)

PNRA(파키스

탄)
국제협력 무상 2009.7

교과부 검토

계류중

디지털기기 고장 자료중

SW고장 및 공통원인고장

분석

NETEC/EPRI
자문/국제협

력
무상

2009.9 ~

2011.9

NETEC수행

EPRI발주과

제 자문

ATWS빈도추정기술
원자력발전기

술원
자문 무상 2007.3

디지털시스템 안전성분석기술
원자력발전기

술원
자문 무상 2007.3

표준원전 I&C신뢰도 DB

원데이터 및 분석계산서

한국수력원자

력(주)

영광2발전소

자문 무상 2007.6

울진2발 PPS&ESFAS

정기시험주기연장 인허가

관련 민감도 분석

한국수력원자

력(주)
자문 무상 2007.6

울진 2발 RPS&ESFAS

정기시험주기연장 관련

인허가 지원

KINS

(계측제어실)
자문 무상 2007.6

RI-ISI용 PSA 모델 관련

인허가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제공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자문 무상 2007.6

한수원 직원 대상 PSA 및 한국수력원자 자문 무상 2007.7

표 4-7 기술이전 실적



RIA 실무 교육 력(주)

베이지안 통계처리용 SW

(BURD) 무상제공

한국수력원자

력(주)
자문 무상 2007.8

고리 2호기 RPS&ESFAS

신뢰도 평가 모델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자문 무상 2007.9

한수원(주) 발전기술원 자체

PSA 교육계획에 따라 I&C

PSA 교육

한국수력원자

력(주)원자력

발전기술원

교육 무상 2007.10

아날로그 타입의 RPS/ESFAS

RI-TS 인허가 해결방안

한국수력원자

력(주)
자문 무상 2008.3

울진 3호기 RI-ISI 프로그램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자문 무상 2008.6

디지털 I&C PSA 기술 현황

및 현안 해결

한국수력원자

력(주)원자력

발전기술원

자문 무상 2008.9

PPS 시험주기 인허가 현황 및

현안 해결 방안

한국수력원자

력(주)원자력

발전기술원

자문 무상 2008.9

PRinS 개발을 위한 BURD

SW 및 I&C 신뢰도 데이터

한국수력원자

력(주)
자문 무상 2009.3~5 3회 자문

원자로보호계통 SPV 관련

설계개선(안) 검토

한수원

(울진1발)
자문 무상

2009.3.21

~ 4.2

디지털 I&C 신뢰도 분석 기술
KINS

(계측제어실)
자문 무상 2009.7

RIR 현안 해결 방안 검토
KINS

(RIR PM)
자문 무상 2009.7

ESFAS 관련 EOP 개정 제안
한수원

(영광 3발)
자문 무상

2009.8.21

~ 9.8

현재 한수원

기술검토중

통신망신뢰도 평가 기법
한수원

(NETEC)
자문 무상 2009.8.26

ESF 부계전기 다중화 기술

검토

한수원

(영광 2발)
자문 무상

2009.8.28

~ 9.3

디지털 PPS 시험방식변경

관련 리스크 영향 평가

KINS

(계측제어실)
자문 무상

2009.9.25

~ 10.10
평가서 제공



제 2 절 대외 기여도

원전에서 디지털 I&C 기술의 도입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본 연

구에서 개발된 디지털 고유 특성요소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술들은 근원적으로

원자력 산업계의 수요가 많은 분야이다. 본 연구는 위험도 정보활용 의사결정을

위한 PSA 수행 기술상 현안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안전계통 위험도 평가 기술

분야를 다루었고,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I&C PSA 수행

기술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선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지향하

고 있는 위험도 정보활용을 위한 디지털 리스크 분석(DRA) 기술은 후속기 및

차세대 원전의 디지털 I&C 설계 개선, 원전 수출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으로 원전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체계적인 정량적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디지털 I&C 기술의 원전 도입에 대한 국민 수용성 증진 효과도 클 것으

로 판단된다. 디지털 PSA 기술 개발 분야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물들의 예상 가

능한 대외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 본 과제의 연구 결과물인 디지털 특성요소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술은 지

난 단계의 연구 결과물8)과 함께 국내외 최초의 디지털 I&C PSA 프레임

웍을 제공함으로서 디지털 I&C PSA 분야의 기술 선도 역할에 기여

○ 디지털 특성요소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술에 의해 수행된 안전계통의 원

전 위험도 영향평가 모델(디지털 I&C PSA 모델)은 디지털 기술의 원전

도입에 따른 안전성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량 평가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설계 개발자나 규제자로 하여금 계통 성능의 관점만이 아닌 원전 전체 위

험도의 관점에서 디지털 I&C 관련 최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기여.

○ 본 과제에서 개발된 디지털 I&C 특성요소에 대한 리스크 평가 기술들은

우주항공, 고속철도, 군수산업 등과 같은 고-신뢰도 뿐 만 아니라 안전성

도 강조되는 산업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며 이로 인한 산업 파급효과 및

관련 기술 인프라 구축에 기여

○ 디지털 안전 계통의 원전 리스크 평가기술들은 국내 APR-1400 노형의 후

속호기, 개발 중인 SMART 및 차세대 원전뿐만 아니라 수출원전에 도입



되는 디지털 안전 계통의 설계 최적화 및 인허가 지원에 기여

○ 원자력 디지털 I&C 안전 계통 및 기기의 다양한 고유 설계 특성들에 대

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결과 (고장 검출 범위 정량화 방법, BBN 기

법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 원전 안전-필수 네트워크 신

뢰도 평가 방법, 등)들은 원전 디지털 안전 계통/기기의 설계 개선에 직접

활용 가능하며, 나아가 고-안전성이 요구되는 타 산업체 분야로의 기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BBN (Bayesian Belief Net) 기법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

은 현재 KNICS 원자로 보호 계통의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 대해 적용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허가에 기여





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원전에서 디지털 I&C 기술의 도입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본 연

구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결과물 - 디지털 I&C 계통의 고유특성에 대한 원전 리

스크 평가 방법론 및 원전 리스크 영향 평가 모델 - 은 근원적으로 원자력 산업

계의 수요 및 활용도가 많은 분야이다. 본 과제에서 지향하는 위험도 정보활용을

위한 디지털 I&C PSA 수행 기술 및 모델은 후속기 및 SMART 등 차세대 원전

의 디지털 I&C 설계 개선, 원전 수출에 이르기 까지 궁극적으로 원전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체계적인 정량적 안전성 검증을 통하여 디지

털 I&C 기술의 원전 도입에 대한 국민 수용성 증진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I&C PSA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들에 대한 활용 계획은 다음

과 같다.

○ 본 과제에서 개발된 디지털 I&C 특성요소에 대한 PSA 기술 개발 결과들

은 중장기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에 따라 본 과제에 이어 3차 중장

기 2단계에서 수행되는 디지털 I&C PSA의 원전 리스크 통합 모델 개발

및 분석교범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될 것임.

○ 본 과제의 디지털 PSA 기술 개발 결과들은 디지털 기술의 원전 도입에

따른 안전성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량 평가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설계개

발자나 규제자로 하여금 계통성능의 관점만이 아닌 원전 전체 위험도의

관점에서 디지털 관련 최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울진 5,6호기 및 OPR1000+, APR1400의 설계개선 및 인허가에 활용될 계

획임.

○ 디지털 안전 계통의 원전 리스크 통합평가를 위한 PSA 요소 기술들은 국

내원전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안전계통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될 많은 공학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활용될 것이

며, 차세대 원전의 디지털 안전계통에 대한 위험도 평가 기술로서 산업체

에서 직접 활용 가능함.

○ 원자력 디지털 I&C 안전 계통 및 기기의 다양한 고유 설계 특성들에 대

한 신뢰도 평가 방법론 연구 결과 (고장 검출 범위 정량화 방법, BBN 기

법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 원전 안전-필수 네트워크 신



뢰도 평가 방법, 등)들은 원전 디지털 안전 계통/기기의 설계 개선에 직접

활용 가능하며, 나아가 고-안전성이 요구되는 타 산업체 분야로의 기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된 BBN (Bayesian Belief Net) 기법을 이용한 소

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은 현재 KNICS의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까지

적용 연구를 완료하였고, 평가 결과는 KNICS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

한 인허가에 직접 활용된 바 있다. 향후 국내 APR-1400 및 수출원전의

안전 필수 소프트웨어 개발 전주기에 따라 BBN 기법이 적용될 때 개발

된 방법론 및 절차들은 분석의 기본틀로서 활용될 것임 (기반기술 확충).

○ 최근 국외 원자력 수출에 리스크 평가가 기본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중장기 과제를 통해 국제적인 선도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관련

기기나 기술의 수출은 물론, 원자력 플랜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우리 원자력기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1 절 해외 과학 기술 정보

디지털 I&C PSA 일반 기술 (동향, 지침 등)

[Aldemir, 2006] T. Aldemir et al., "Current state of reliability modeling

methodologies for digital systems and their accept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assessments," NUREG/CR-6901,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06.2

[ANS, 2006] American Nuclear Society, Nuclear News Special Section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Nuclear News, December 2006.

[HSE, 1998] Health and Safety Executive, The use of computers in

safety-critical applications, London, HSE books, 1998.

[Frank, 1971] H. Frank, I. T. Prisch, "Communication, Transmission, and

Transportation Networks", Addison-Wesley, Reading, MA, 1971.

[IEC, 1998]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 / electronic / 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 IEC-61508, IEC, 1998

[IEC, 2001] Nuclear power plants - Use of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for

the classification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function, IEC-61838 TR,

Ed. 1, IEC, 2001.

[Kirschenbaum, 2005] Jason Kirschenbaum, Michael Stovsky, Paolo Bucci,

Tunc Aldemir, Steven A. Arndt, "A survey of reliability modeling

methodologies for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Transactions of American Nuclear Society, vol.92, p.422-424, 2005

[Naser, 2004] Joseph Naser, "Generic Pre-Qualification of Digital Platforms for



Safety Applications: A Success Story fo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Moderniz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NPIC&HMIT 2004, Columbus,

USA, 2004.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7] Digital I&C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 - Safety and Reliability Issue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7.

[NRC, 1997]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BTP HICB–14, Guidance

on Software Reviews for Digital Computer-Bas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USNRC (1997)

[NRC, 2008] US NRC,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Task Working

Group #3) : Review of New Reactor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s, DI&C-ISG-03, Interim Staff Guidance,

Revision 0, August 2008.

[NRC, 2009] US NRC,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Task Working

Group #2) : Diversity and Defense-in-Depth Issues, DI&C-ISG-02,

Interim Staff Guidance, Revision 2, June 2009.

[OECD/NEA, 2007] OECD/NEA, Technical Note on Software-based System

Reliability, NEA/SEN/SIN/WGRISK(2007)1, 2007.

[O’Hara, 2002] O’Hara J., Brown W., Lewis P., Persensky J.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 NUREG-0700, Rev.2, U.S. NRC, 2002.

[O'Hara, 1996] O’Hara J. M., Brown W., Nasta, K. Development of the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 NUREG-0700, Revision

I (BNL technical report L-13 17-2-12/96), Upton, NY: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1996.

원전 디지털 I&C의 소프트웨어 특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분야

[Bang, 2000] O. Bangs, "Top-down construction and repetitive structures

representation in Bayesian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Florida AI Research Symposium Conference, Florida, USA,

(2000)



[Butler, 1993] R. W. Butler and G. B. Finelli, The Infeasibility of Quantifying

the Reliability of Life-Critical Real-Time Software, R.W. Butler,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19(1), 1993

[Ciesielski, 2004] Dave Ciesielski, Phil Liddle, "Qualified Software Tools For

Safety I&C Applications", NPIC&HMIT 2004, Columbus, USA, 2004.

[Dugan, 1996] J. B. Dugan, "Software System Analysis Using Fault Trees",

In Handbook of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McGraw-Hill, NW,

1996.

[Goel, 1979] A. L. Goel, K. Okumoto, "Time-dependent error-detection rate

model for software reliability and other performance measures," IEEE

Transactions on Reliability, vol. R-28, pp.206, 1979

[Jelinski, 1972] Z. Jelinski, P. B. Moranda, "Software reliability research" in

W. Freiberger, Editor, Statistical computer performance evaluation,

Academic, New York, p.465, 1972.

[Jensen, 1996] Jensen, F., An Introduction to Bayesian Belief Networks,

Springer-Verlag, New York, NY, 1996.

[Jha, 2001] S. Jha, J. Wing, “Survivability Analysis of Networked System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Toronto, Canada, 2001.

[Kang, 2008] H.G. Kang, H.G. Lim, H.J. Lee, M.C. Kim, S.C. Jang, "A

test-based software failure probability quantification method for

safety-critical software",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Nuclear Reactor Thermal Hydraulics, Operation and Safety.

2008

[Kang, 2009] H.G. Kang, H.G. Lim, H.J. Lee, M.C. Kim, S.C. Jang,

"Input-Profile-Based Software Failure Probability Quantification for

Safety Signal Generation Systems",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 (SCI), Vol. 94, No. 10, 2009.

[Koller, 1997] D, Koller, A. Pfeffer, "Object-Oriented Bayesia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13th Conference on Uncertainty in AI, Providence,

Rhode Island, USA (1997)

[Littlewood, 1998] B. Littlewood and L. Strigini, Examination of BBN for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Computer-Based Systems, ESPRIT DeVa

Project 20072, 1998

[Musa, 1987] J. D. Musa, A. Iannion, K. Okumoto, "Software reliability -

measure, prediction, application", McGrow-Hill Book Company, Singapore,

1987

[Neil, 1996] Neil, M., et al, "Applying Bayesian Belief Networks to System

Dependability Assessments," Proceedings of Safety Critical Systems

Club, February 1996.

[Nikora, 2000] A. P. Nikora, "Computer-Aided Software Reliability Estimation

(CASRE) user's guide,"

http://courses.ncsu.edu/csc712/lec/001/wrap/CASRE3UG.pdf, 2000.3

원전 디지털 I&C의 고유 설계 특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 분야

[Aldemir, 2005a] Tunc Aldemir, Steven A. Arndt, "Digital control system

reliability - issues related to the modeling of process dynamics,"

Transactions of American Nuclear Society, vol.92, p.417-421, 2005

[Aldemir, 2005b] Tunc Aldemir, Don W. Miller, Audeen W. Fentiman,

"Updating plant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tudies for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Transactions of American Nuclear

Society, vol.92, p.452-453, 2005

[Bucci, 2006] P. Bucci , L. A. Mangan, J. Kirschenbaum, D. Mandelli, T.

Aldemir, S. A. Arndt, "Incorporation of Markov reliability models for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into existing PRAs,"

Proceedings of 5th 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Nuclear Plant

Instrumentation, Controls, and Human Machine Interface Technology

(NPIC&HMIT 2006), p.269-276, 2006.11



[Carrasco, 2003] J. A. Carrasco, "Markovian Dependability/Performability

Modeling of Fault-tolerant Systems", In Handbook of Reliability

Engineering, Springer, 2003.

[Kang, 2002] Hyun Gook Kang, Taeyong Sung, "An analysis of safety-critical

digital systems for risk-informed design,"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vol.78, pp.307-314, 2002

[Kaufman, 1999] Lori M. Kaufman, Barry W. Johnson, "Embedded Digital

System Reliability and Safety Analysis", NUREG/GR-0020, U.S. NRC,

1999.

[Kim, 2006] Suk Joon Kim, Poong Hyun Seong, Jun Seok Lee, Man Cheol

Kim, Hyun Gook Kang, and Seung Cheol Jang, "A method for evaluating

fault coverage using simulated fault injection for digitalized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vol.91,

pp.614–623, 2006

[Lee, 2006] Jun Seok Lee, Man Cheol Kim, Poong Hyun Seong, Hyun Gook

Kang, and Seung Cheol Jang, "Evaluation of error detection coverage and

fault-tolerance of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s," Annals of Nuclear Energy, vol.33, no.6, pp. 544-554, 2006

[Lee, 2008] Seung Jun Lee, Hyun Gook Kang, Seung Cheol Jang,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an Automatic Test for a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ANS2008, 2008. 11.

[Littlewood, 1993] B. Littlewood and L. Strigini, Validation of Ultrahigh

Dependability for Software-Based Systems, B. Littlewood, Communication

of the ACM, 36(11), 1993

[Lu & Lewis, 2008] Lixuan Lu and Gregory Lewis, "Configuration

determination for k-out-of-n partially redundant systems,"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Vol.93, 2008

[Nguyen, 2004] Thuy Nguyen, Dave Blanchard, Robert Fink, Glenn Lang, Ray

Torok, "Simplified Risk-Informed Assessment of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for Digital I&C Upgrades in Nuclear Power Plants",

NPIC&HMIT 2004, Columbus, USA, 2004.

[NRC, 1994] US NRC, Method for Performing Diversity and Defense-in-Depth

Analyses of Reactor Protection Systems, NUREG/CR-6303, U.S. NRC,

1994.

[NRC, 2005] US NRC, Estimating Loss-of-Coolant Accident (LOCA)

frequencies through the elicitation process, NUREG-1829, U.S. NRC,

2005

[Shooman, 1991] A. M. Shooman, A. Kershenbaum, "Exact Graph-Reduction

Algorithms for Network Reliability Analysis", GLOBECOM'91, Phoenix,

USA, 1991.

[Tang, 1998] D. Tang, M. Hecht, X. An & R. Brill, "MEADEP and its

application in dependability analysis for a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 IEEE Tr. on Nuclear Science, Vol., 45, No. 3, p. 1014-1021,

June 1998.

[Thunem, 2004] Atoosa P.J. Thunem, "Computerized Systems' Availability,

Safety And Security Research At The OECD Halden Reactor Project",

NPIC&HMIT 2004, Columbus, USA, 2004.

원전 디지털 I&C의 운전경험자료 분석 분야

[Bellcore, 1997] Bellcore Standard TR-332, Issue 5, Reliability prediction

procedure for electronic equipment, 1997.

[MIL, 1991] MIL-HDBK-217F, Military Handbook Reliability Prediction of

Electronic Equipmen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ce, Dec 2 1991.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적신뢰도 분석 분야

[BNL, 2000]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Soft control: Technical basis

and human factors review guidance (NUREG/CR-6635). Washington, DC: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00.

[Embrey, 1986] Embrey D.E., "SHERPA: a systematic human error reduction

and prediction approach', 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Advances in

Human Factors in Nuclear Power Systems, Knoxville, Tennessee, 1986.

[Grobbelaar, 2003] Grobbelaar J, Julius J. Guidelines for Performing Human

Reliability Analyses. Draft Report, 2003

[Kirwan, 1992] Kirwan B., Ainsworth L.K. A Guide to Task Analysis. Taylor

& Francis. 1992.

[NRC, 1983] Swain S. D., Guttmann H. E. Handbook of Human-Reliability

Analysis with Emphasis on Nuclear Power Plant Application; Final

report, NRC FIN A1188, NUREG/CR-1278. 1983

[O’Hara, 1992] O’Hara J., Hall R., Advanced control rooms and crew

performance issues: implications for human reliability. IEEE Transactions

on Nuclear Science 39(4): 919-923, 1992.

[O’Hara, 2000a] O’Hara J., Higgins J., Kramer J.,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design: technical basis and human factors review guidance,

NUREG/CR-6633, 2000.

[O’Hara, 2000b] O’Hara J., Higgins J., Stubler W., Kramer J., Computer-based

procedure systems: technical basis and human factors review guidance,

NUREG/CR-6634, U.S. NRC, 2000.

[O’Hara, 2002] O’Hara J., Brown W., Lewis P., Persensky J.,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 NUREG-0700, Rev.2, 2002.

제 2 절 국내 과학 기술 정보

[강현국, 2005a] 강현국, 장승철, "Common Cause Failure Analysis for the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한국원자력학회 2005 춘계학술대회,

2005.5



[강현국, 2005b] Hyun Gook Kang, Seung Cheol Jang, Jong Gyun Choi,

"Safety Evaluation of the KNICS 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International Symposium on Futur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SOFIC), Tongyoung, Korea, 2005.11

[강현국, 2005c] Hyun Gook Kang, Seung Cheol Jang, Jaejoo Ha, "Fault Tree

Modeling Using Condition-Based HRA Method and Simplified Common

Cause Failure Modeling Technique", APRMS 2005, 2005.12

[강현국, 2006a] Hyun Gook Kang, Seung Cheol Jang, "Fault-Tree Modeling

for Signal Generation Failures of Engineered Safety Features in

Digitalized Nuclear Power Plant", ESREL 2006, 2006.5

[강현국, 2006b] Hyun Gook Kang, Seung Cheol Jang, "A Framework for

Risk-Informed Design for Digital Safety-Critical Systems", International

Youth Nuclear Congress, 2006.6

[강현국, 2006c] Hyun Gook Kang, Seung Cheol Jang, "Risk informed approach

for complex safety-critical digital application development", 5th

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Nuclear Plant Instrumentation, Controls,

and Human Machine Interface Technology (NPIC&HMIT 2006),

Albuquerque, NM, USA, 2006.11

[김인석, 2000] I.S. Kim, et al., Suitability Review of FMEA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and Digital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 KINS/HR-3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0.

[엄흥섭, 2004] 엄흥섭 외 3인,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정량 평가 BBN을

위한 전문가 지식추출 지침, KAERI/TR-2662/2004, 한국원자력연구소,

2004.2

[엄흥섭, 2007] 엄흥섭 외 3인, Bayesian Belief Networks을 이용한

원자로보호계통 안전소프트웨어 설계명세의 정량 평가,

KAERI/TR-3311/2006, 한국원자력연구소, 2007.

[엄흥섭, 2009] 엄흥섭, 장승철, V&V based reusable Bayesian Nets for

Reliability Assessment of a Safety-Critical SW, KNS, 2009.5



[엄흥섭, 2008a] 엄흥섭, 장승철, General Method of Using Bayesian Nets for a

Software Reliability Assessment in Varying SW Development Lifecycle,

KNS, 2008.5

[엄흥섭, 2008b] 엄흥섭, 장승철, General Method of Using Bayesian Nets for a

Software Reliability Assessment in Varying SW Development Lifecycle,

KNS, 2008.5

[이승준, 2009] 이승준, 최종균, 강현국, 장승철, Fault Coverage Estimation of

Fault-Tolerant Techniques in NPP Digital I&C Systems using Fault

Injection Experiments, NUPIC2009, 2009.

[이준석, 2006] Jun Seok Lee, Man Cheol Kim, Poong Hyun Seong, Hyun

Gook Kang, Seung Cheol Jang, "Evaluation of error detection coverage

and fault-tolerance of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s", Annals of Nuclear Energy, vol.33, pp.544-554, 2006

[장승철, 2000] 장승철 외, “RPEE”, 프로그램 등록번호 2000-01-12-4182,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전자통신연구원, 1999] ERIS Frame v3.0 사용자 메뉴얼, 전자통신연구원(ETRI),

1999.

[정환성, 2002] 정환성 외 3인,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주요인자 선정 및 민감도 분석, KAERI/TR-2026/02,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정환성, 2003] 정환성 외 4인, Analysis of Hardware Reliabilities for NPP

Digital I&C Equipment Predicted by Various Methods, ICAPP'03, 2003.5

[허섭, 2007] Hur, S. and et al., The automatic test features of the IDiPS

reactor protection system. KNS, 2007.





제 7 장 참고문헌

[Aldemir, 2006] T. Aldemir et al., "Current state of reliability modeling

methodologies for digital systems and their accept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assessments," NUREG/CR-6901,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06.2

[ANS, 2006] American Nuclear Society, Nuclear News Special Section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Nuclear News, December 2006.

[Bang, 2000] O. Bangs, "Top-down construction and repetitive structures

representation in Bayesian networks", In Proceedings of the 13th

International Florida AI Research Symposium Conference, Florida, USA,

(2000)

[Bellcore, 1997] Bellcore Standard TR-332, Issue 5, Reliability prediction

procedure for electronic equipment, 1997.

[BNL, 2000]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Soft control: Technical basis

and human factors review guidance (NUREG/CR-6635). Washington, DC:

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2000.

[Butler, 1993] R. W. Butler and G. B. Finelli, The Infeasibility of Quantifying

the Reliability of Life-Critical Real-Time Software, R.W. Butler, IEEE

Transactions on Software Engineering, 19(1), 1993

[Ciesielski, 2004] Dave Ciesielski, Phil Liddle, "Qualified Software Tools For

Safety I&C Applications", NPIC&HMIT 2004, Columbus, USA, 2004.

[Embrey, 1986] Embrey D.E., "SHERPA: a systematic human error reduction

and prediction approach', 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Advances in

Human Factors in Nuclear Power Systems, Knoxville, Tennessee, 1986.

[HSE, 1998] Health and Safety Executive, The use of computers in

safety-critical applications, London, HSE books, 1998.

[IEC, 1998] Functional safety of electrical / electronic / programmable



electronic safety-related systems, IEC-61508, IEC, 1998

[IEC, 2001] Nuclear power plants - Use of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for

the classification of instrumentation and control function, IEC-61838 TR,

Ed. 1, IEC, 2001.

[Kang, 2002] Hyun Gook Kang, Taeyong Sung, "An analysis of safety-critical

digital systems for risk-informed design,"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vol.78, pp.307-314, 2002

[Kang, 2008] H.G. Kang, H.G. Lim, H.J. Lee, M.C. Kim, S.C. Jang, "A

test-based software failure probability quantification method for

safety-critical software", Proceedings of the 7th International Topical

Meeting on Nuclear Reactor Thermal Hydraulics, Operation and Safety.

2008

[Kang, 2009] H.G. Kang, H.G. Lim, H.J. Lee, M.C. Kim, S.C. Jang,

"Input-Profile-Based Software Failure Probability Quantification for

Safety Signal Generation Systems", Reliability Engineering & System

Safety (SCI), Vol. 94, No. 10, 2009.

[Kaufman, 1999] Lori M. Kaufman, Barry W. Johnson, "Embedded Digital

System Reliability and Safety Analysis", NUREG/GR-0020, U.S. NRC,

1999.

[Kim, 2006] Suk Joon Kim, Poong Hyun Seong, Jun Seok Lee, Man Cheol

Kim, Hyun Gook Kang, and Seung Cheol Jang, "A method for evaluating

fault coverage using simulated fault injection for digitalized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s,"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vol.91,

pp.614–623, 2006

[Koller, 1997] D, Koller, A. Pfeffer, "Object-Oriented Bayesian Networks",

Proceedings of the 13th Conference on Uncertainty in AI, Providence,

Rhode Island, USA (1997)

[Lee, 2006] Jun Seok Lee, Man Cheol Kim, Poong Hyun Seong, Hyun Gook

Kang, and Seung Cheol Jang, "Evaluation of error detection coverage and



fault-tolerance of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in nuclear power

plants," Annals of Nuclear Energy, vol.33, no.6, pp. 544-554, 2006

[Lee, 2008] Seung Jun Lee, Hyun Gook Kang, Seung Cheol Jang,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an Automatic Test for a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ANS2008, 2008. 11.

[Littlewood, 1993] B. Littlewood and L. Strigini, Validation of Ultrahigh

Dependability for Software-Based Systems, B. Littlewood, Communication

of the ACM, 36(11), 1993

[Littlewood, 1998] B. Littlewood and L. Strigini, Examination of BBN for

Safety Assessment of Nuclear Computer-Based Systems, ESPRIT DeVa

Project 20072, 1998

[Lu & Lewis, 2008] Lixuan Lu and Gregory Lewis, "Configuration

determination for k-out-of-n partially redundant systems,"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Vol.93, 2008

[MIL, 1991] MIL-HDBK-217F, Military Handbook Reliability Prediction of

Electronic Equipmen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ce, Dec 2 1991.

[Naser, 2004] Joseph Naser, "Generic Pre-Qualification of Digital Platforms for

Safety Applications: A Success Story for Instrumentation and Control

Moderniz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NPIC&HMIT 2004, Columbus,

USA, 2004.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7] Digital I&C Systems in Nuclear Power

plant - Safety and Reliability Issues,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7.

[Nguyen, 2004] Thuy Nguyen, Dave Blanchard, Robert Fink, Glenn Lang, Ray

Torok, "Simplified Risk-Informed Assessment of Defense-in-Depth and

Diversity for Digital I&C Upgrades in Nuclear Power Plants",

NPIC&HMIT 2004, Columbus, USA, 2004.

[NRC, 1994] US NRC, Method for Performing Diversity and Defense-in-Depth

Analyses of Reactor Protection Systems, NUREG/CR-6303, U.S. NRC,

1994.



[NRC, 1997] NUREG-0800, Standard Review Plan: BTP HICB–14, Guidance

on Software Reviews for Digital Computer-Bas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USNRC (1997)

[NRC, 2005] US NRC, Estimating Loss-of-Coolant Accident (LOCA)

frequencies through the elicitation process, NUREG-1829, U.S. NRC,

2005

[NRC, 2008] US NRC,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Task Working

Group #3) : Review of New Reactor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s, DI&C-ISG-03, Interim Staff Guidance,

Revision 0, August 2008.

[NRC, 2009] US NRC,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s (Task Working

Group #2) : Diversity and Defense-in-Depth Issues, DI&C-ISG-02,

Interim Staff Guidance, Revision 2, June 2009.

[OECD/NEA, 2007] OECD/NEA, Technical Note on Software-based System

Reliability, NEA/SEN/SIN/WGRISK(2007)1, 2007.

[O’Hara, 1992] O’Hara J., Hall R. Advanced control rooms and crew

performance issues: implications for human reliability. IEEE Transactions

on Nuclear Science 39(4): 919-923, 1992.

[O’Hara, 2000a] O’Hara J., Higgins J., Kramer J. Advanced information

systems design: technical basis and human factors review guidance,

NUREG/CR-6633, 2000.

[O’Hara, 2000b] O’Hara J., Higgins J., Stubler W., Kramer J. Computer-based

procedure systems: technical basis and human factors review guidance,

NUREG/CR-6634, U.S. NRC, 2000.

[O’Hara, 2002] O’Hara J., Brown W., Lewis P., Persensky J.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s, NUREG-0700, Rev.2, U.S. NRC, 2002.

[O'Hara, 1996] O’Hara J. M., Brown W., Nasta, K. Development of the

human-system interface design review guideline. NUREG-0700, Revision

I (BNL technical report L-13 17-2-12/96), Upton, NY: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1996.

[Tang, 1998] D. Tang, M. Hecht, X. An & R. Brill, "MEADEP and its

application in dependability analysis for a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 IEEE Tr. on Nuclear Science, Vol., 45, No. 3, p. 1014-1021,

June 1998.

[Thunem, 2004] Atoosa P.J. Thunem, "Computerized Systems' Availability,

Safety And Security Research At The OECD Halden Reactor Project",

NPIC&HMIT 2004, Columbus, USA, 2004.

[김인석, 2000] I.S. Kim, et al., Suitability Review of FMEA and Reliability

Analysis for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and Digital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ystem, KINS/HR-3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0.

[엄흥섭, 2009] 엄흥섭, 장승철, V&V based reusable Bayesian Nets for

Reliability Assessment of a Safety-Critical SW, KNS, 2009.5

[엄흥섭, 2008a] 엄흥섭, 장승철, General Method of Using Bayesian Nets for a

Software Reliability Assessment in Varying SW Development Lifecycle,

KNS, 2008.5

[엄흥섭, 2008b] 엄흥섭, 장승철, General Method of Using Bayesian Nets for a

Software Reliability Assessment in Varying SW Development Lifecycle,

KNS, 2008.5

[이승준, 2009] 이승준, 최종균, 강현국, 장승철, Fault Coverage Estimation of

Fault-Tolerant Techniques in NPP Digital I&C Systems using Fault

Injection Experiments, NUPIC2009, 2009.

[장승철, 2000] 장승철 외, “RPEE”, 프로그램 등록번호 2000-01-12-4182,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전자통신연구원, 1999] ERIS Frame v3.0 사용자 메뉴얼, 전자통신연구원(ETRI),

1999.

[정환성, 2002] 정환성 외 3인,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주요인자 선정 및 민감도 분석, KAERI/TR-2026/02,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

[정환성, 2003] 정환성 외 4인, Analysis of Hardware Reliabilities for NPP

Digital I&C Equipment Predicted by Various Methods, ICAPP'03, 2003.5

[허섭, 2007] Hur, S. and et al., The automatic test features of the IDiPS

reactor protection system. KNS, 2007.



보안과제(  ), 일반과제(○)             
                              
                 
                               
                                                               

차세대 PSA 방법 및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Integrated Assessment Technology of Risk and Performance)

                                    
열화성능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Seismic Risk Evaluation System Considering Component Aging)      

한국원자력연구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차세대 PSA 방법 및 리스크/성능 통합분석 기술 개발"과제

(세부과제 “열화성능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의 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10. 4. 20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최 인 길

연 구 원 : 서 정 문

" : 전 영 선

" : 김 민 규

" : 박 진 희

" : 함 대 기

" : 양 준 언

" : 김 승 환

" : 이 현 미

" : 박 준 희



과제고유번호
2009-

0062452

해당단계

연구기간

2007.3.1～

2010.2.28
단계구분 1/2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안전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차세대 PSA 방법 및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열화성능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책임자 최 인 길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17명

내부 : 12명

외부 : 5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2,685,000천원

기업 : 천원

계 :

2,685,000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17명

내부 : 12명

외부 : 5명

총연구비

정부 :

2,685,000천원

기업 : 천원

계 :

2,685,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안전평가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KEPRI/브이텍(주) 연구책임자 : 장정범/권형오

요약 보고서면수 261

본 연구에서는 지진리스크 평가기술을 확립하고 평가툴을 개발하며 나아가 통합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해도, 취약도 및 정량화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였다.

1.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 분야

○ 국내 원전부지 지진재해도 입력 파라메타 및 지진재해도 해석결과분석

○ 지진재해도 입력자료 평가를 위한 전문가패널 구성 및 입력자료 도출

○ 감쇄식 및 지진원 특성별 민감도 평가

○ 활단층에 의한 강진동 평가 모델구축

○ 지진재해도 입력자료 개선

2. 구조물 및 설비의 지진취약도 평가기술 개발 분야

○ 원전 주요 설비별 열화요인, 특성분석 및 DB구축

○ 원전구조물의 초기비선형에 의한 층응답분석

○ 원전설비 재료열화모델 개발

○ 열화설비의 기능적 손상특성 평가 및 응답특성 정량화

○ 전기설비 및 동적기기 정착부 파손모드 및 취약도성능 평가

○ 구조물 및 정착부 열화성능의 확률론적 평가모델 개발

○ 지진해일에 대한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 개발

3. 시스템 모델 개발 및 지진리스크 정량화 분야

○ 국내 원전 지진리스크 평가모델 및 평가결과 분석

○ 지진리스크 기여설비 선정 및 설비별 중요도 및 기여도평가

○ 열화설비의 CDF 영향 민감도 평가

○ 열화를 고려한 지진 PSA 모델 개발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지진재해도, 지진취약도, 지진리스크, 열화, 외부사건

영어 PSHA, Fragility, Seismic Risk, Aging, External Event



- i -

요 약 문

Ⅰ. 제목

열화성능기반 지진리스크 평가시스템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진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지진은 일시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원전과 같은 기간시설의 피해는 비록 그 피해 규모가 크

지 않더라도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

전의 지진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수명기간동안 충분한 성능을 유지함으로

써 지진 발생 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손

실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원전의 지지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가 수행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기술의 확립 미비로 많은 부분을 외국기

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운전기간 증가에 따른 설비의 열화현상을 반영하는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리스크 평가기술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내부사건 PSA와의 기

술격차를 해소하고 설비의 열화 상태를 반영한 신뢰성 있는 지진리스크 평가 시스

템을 확보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가동기간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열화현상에 의한 성능의

저하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지진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및 통합

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지진리스크 평가기술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

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분석기술 분야에서는 지진재해도 불확실성 저감 및 지진리

스크 평가용 입력지진 작성을 목표로 확률론적 국내에서 기 수행된 확률론적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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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도 평가결과의 분석 및 이를 통한 지진재해도 분석에서의 불확실성을 저감방안

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울진 원전부지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재해도의 재평가

를 수행하였다.

구조물 및 설비의 지진취약도 평가기술 분야에서는 가동기간의 증가에 따른 열화

설비의 지진취약도 평가모델 개발을 위하여 지진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전

관련 설비의 열화요인 평가 및 확률론적 열화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열화모델을 활용하여 열화를 고려한 지진취약도 평가모델을 개발

하고자 한다.

지진리스크 평가의 최종적인 척도인 노심손상빈도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진

사건 정량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 원전에 적합한 사고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지진 PSA 정량화 모델을 확립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진재해도 평가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자 국내 지진재해도 불확

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수들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지배적인 입력변수

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지진재해도 결과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였

다.

또한 국내외 원전의 가동기간 증가에 따른 열화현상을 현장답사 및 문헌검색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DB화함으로써 열화가 지진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특히 주요설비의 구성재료에 대한 확률모델을 개발함으로

써 열화성능 및 응답에 근거한 취약도 평가기술의 기본자료를 확보하였다. 전기설

비와 같이 해석에 의한 취약도수준 평가가 불가능한 설비에 대한 취약도수준을 평

가하기 위하여 전기캐비넷 및 앵커에 대한 진동대실험을 수행하여 파괴모드 및 취

약도순을 도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취약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에서는 지진리스크 정량화를 위해 매우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의 중요 기기가 선별제거 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능

한 초기사건을 모두 도출함으로써 확장된 리스크 정량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

합시스템에 적용시킴으로써 용이하고 신뢰성 있는 정량화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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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지진리스크 평가체계 및 툴을 확보함으로써 지진 PSA, PSR,

USI A-46 문제의 해결 및 계속운전 등에서 신뢰성 있는 지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산정하여 원전의 지진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뢰성 있는 성능기반 설계

기술의 입력자료 제공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효율적 원전 운영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원전뿐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기타 원자력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 재난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진안전성 평가와 산업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진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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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Seismic Risk Evaluation System Considering Component

Aging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Recent large earthquake events, such as 2007 Chuetsu-oki earthquake in Japan

and 2008 Wenchuan earthquake in China, cause great damage to structures and

a loss of lives. Even though the damage from an earthquake is not so great, it

can cause the economical and social impact and cause adverse effect especially

on nuclear industry.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eismic safety of a nuclear

power plant by maintaining enough seismic capacity of structure, system, and

component (SSC) during plant life. The probabilistic seismic safety assessment

(SPSA) can be used to estimate the realistic seismic risk of a nuclear power

plant and to improve the seismic safety of a nuclear power plant for preventing

earthquake damage and reducing shut down period by a strong earthquake

attack.

SPSA have been performed to ensure the safety of Korean nuclear power

plants form earthquake events. The SPSA is mature technique in advanced

country, but there are still much uncertainty in the SPSA results. The realistic

seismic safety evaluation technique considering the aging related degradation of

SSCs is still early stage.

In this study, the integrated seismic safety evaluation system was develop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SPSA results up to reliability of the internal PSA

and to reflect the realistic plant status by considering the aging related

degradation of S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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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In this study, a seismic risk assessment system was developed to estimate

realistic seismic risk by considering current condition of a plant and to make an

integrated risk analysis system with internal PSA. The main research item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y, seismic hazard, seismic fragility and risk

quantification.

The main goal of the seismic hazard field is to develop the site specific

reference response spectrum for SPSA with reducing the uncertainty of the

PSHA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results. To reduce the uncertainty

of the PSHA results, the dominant input parameter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existing PSHA results, and performed reevaluation of the seismic hazard for

Sinuljin site with optimized input parameters.

The material degradation characteristics and its effect on the seismic response

and capacity of components were evaluated to develop a probabilistic degradation

model and seismic fragility model for degraded component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operation period.

In the risk quantification field, the plant specific system model for seismic risk

quantification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core damage frequency as a plant

damage measure.

IV. Result

In this study, the sensitivity analysis of input parameter for PSHA was

performed to derive the dominant parameter affect to the large uncertainty of

PSHA results. The uncertainty of the PSHA was greatly reduced by optimizing

the derived dominant input parameter.

The plant work-down and document searching for aging related degradation

phenomena in nuclear power plants were performed to collect basic data for the

evaluation of component degradation effect on nuclear power plant safety. A

data base system was develop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from plant

work-down and related document searching in Korean and US plants. The

probabilistic model for degraded material was developed to consi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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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adation in the seismic fragility analysis. Shaking table tests for electric

cabinet and anchor system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fragility level for

structural and functional failure.

In the past SPSA study, a simple system model has been used for seismic

risk quantification by screening out the seismically rugged components. But the

screening criteria for the safety related component should be verified. For the

verification and establishment of screening criteria, the full model which contains

most of the possible accident scenario was developed. This model was

incorporated into the integrated risk analysis system for easy and reliable SPSA.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for the SPSA, PSR (Periodic Safety

Review), and resolving USI (Unresolved Safety Issue) A-46 problem for old

plants.

The seismic risk assessment system can be used for the seismic safety

assessment of non-reactor nuclear facilities, such as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or 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facility, infrastructures and large industri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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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국내외에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있으며 국내 원전부지 주변에서 발견된

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명됨에 따라 원전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일본 니가타현에서 리히터규모 6.8

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미미하나마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지진으로 인

한 원자력발전소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리와 원자력발전소는 가시와자키시에 위치한 발전

소로 지진이 발생한 진앙으로부터 약 16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지진으로 인

해 가리와 원자력발전소에서 계측된 지진동은 설계지진을 약 2.5배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피해는 총 1263건으로서 변압기의 화재, 사용후핵연료 저장

조의 월류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지진안전성에 대

한 경각심을 주었으며 지진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2004년도에 규모 5.2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하

였고 2007년 1월 발생한 규모 4.8의 월정사 지진의 발생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가 크게 증폭되었으며 원전의 내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원전의 지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지진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및

SMA(Seismic Margin Analysis)에서는 설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진에 대한 안

전성을 평가하여 왔으나 관련자료 및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매우

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전

의 지진안전성 평가에 상존하고 있는 입력지진, 요구성능 및 열화에 따른 현실적

성능 등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현 상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

영한 지진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지진리스크 평가기술을 확립하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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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진리스크 평가에서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리

스크정보활용 기술의 적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원전 설비의 열화현상

을 지진리스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현 상태에서의 지진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

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면 가동원전의 지진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

고 지진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신규

원전의 취약설비들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의 장기적인 지진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원전의 지진 리스크를 보다 합리적

으로 산정함으로써 향후 성능기반 기술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신뢰성 있는 지진리스크 평가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빈발하고 국내 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원전의 지진안전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가동중 원전의 지진안전성 평가는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 제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PSR; Periodic Safety Review)의 14개 안전인자 중 하나이며 국내 및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원전의 계속운영과 관련된 인허가 갱신에서 필수 분석항

목으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중의

하나이다. 원전 설비의 지진에 대한 손상정도는 지진원의 특성, 지진의 규모, 진

앙지로부터의 거리, 부지의 지반특성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므로 설계지진 초

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진발생 유형에 따른 원전의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안전

성, 내진성능 재평가 및 보강 또는 지진력 저감 문제가 현안으로서 대두될 전망

이다. 특히 월성 원전부지 부근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처방

안 및 기술개발이 시급히 수행되어야 한다.

원전 리스크에서 지진에 의한 리스크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진 PSA 평가체계 및 기술개발이 미미하여 내부사건 PSA와 큰 기술적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내의 실정이다. 국내 원전의 PSA 수행 결과 전체

CDF(Core Damage Frequency)는 1.67E-5이며 이중 내부사건에 의한 것이

7.43E-6이고 지진에 의한 것이 6.69E-6으로(영광 5.6 기준) 전체 대비 약 40%의

기여도를 가지며 내부사건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내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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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PSA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와 있으나 지진 PSA 기술은 체계조차도 확립되

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위험도기반 기술의 활용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내외부사

건 PSA를 하나의 툴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내부사

건 PSA 결과와의 신뢰성 및 품질 측면에서 일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이므

로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전 운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설비들은 다양한 환경적, 인위적 열화요

인에 노출됨으로써 그 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내진성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현 상태에서의 지진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른 설비의

현실적 성능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열화설비에 대한 성능 및 응

답 평가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PSR이나 계속운전 시 설계자료를 이용하여 평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Zion 원전의 구조물 열화에 의한 리스크 영향을 평가

한 결과(Hofmayer et al., 2001) 전단벽과 지붕 슬래브 열화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플랜트 HCLPF (High Confidence Low Probability of Failure)가 29% 감소하며

CDF는 10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전의 사용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원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열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기적

안전성 평가나 계속운전 등을 위한 원전의 지진 리스크 평가에는 현 상태를 효

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기술 상태에서의 지진 리스크 평가체계를 확립할 뿐

아니라 열화에 따른 설비의 성능 및 응답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지진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추후 리스크정

보 활용에 활용 가능한 신뢰성있는 지진 리스크 평가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대규모의 강진 발생은 그 빈도측면에서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한번 발

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강진에 의해 원

전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함에 따라

충분한 지진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동중인 원전 설비의 내진성능을 효

과적으로 평가․검증함으로써 운전기간동안 충분한 성능을 유지하여 대형사고

또는 가동중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

는 것이다. 또한 원전 설비는 가동 이후 많은 내부 및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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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열화현상이 발생하여 그 보유성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 가동

중 원전의 가동성과 안전성을 장기간 확보하기 위하여 열화된 원전설비의 내진

및 구조적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 성능 및 응답에 근거한

지진취약도 평가모델 개발과 열화성능 및 국내 지진동 특성에 따른 지진리스크

평가모델/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원전의 지진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요소인 확률론적

지진재해도평가, 구조물 및 설비의 취약도 평가 및 시스템 모델에 의한 지진리스

크 정량화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시급히 필요한 기술들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각 분야별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률론적 지진재해도평가 분야 : 지진재해도 불확실성 저감 및 국내 지진동

특성을 고려한 지진리스크 평가용 입력지진 작성

○ 국내 원전부지 지진재해도 입력 파라메타 및 지진재해도 해석결과분

석

○ 지진재해도 입력자료 평가를 위한 전문가패널 구성 및 입력자료 도출

○ 감쇄식 및 지진원 특성별 민감도 평가

○ 활단층에 의한 강진동 평가 모델구축

○ 지진재해도 입력자료 개선

- 지진취약도 평가분야 : 확률론적 열화모델 및 열화설비의 지진취약도평가 모

델 개발

○ 원전 주요 설비별 열화요인, 특성분석 및 DB구축

○ 원전구조물의 초기비선형에 의한 층응답분석

○ 원전설비 재료열화모델 개발

○ 열화설비의 기능적 손상특성 평가 및 응답특성 정량화

○ 전기설비 및 동적기기 정착부 파손모드 및 취약도성능 평가

○ 구조물 및 정착부 열화성능의 확률론적 평가모델 개발

○ 지진해일에 대한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기법 개발

- 지진리스크 정량화 분야 : 지진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성능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사건 정량화 모델/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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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원전 지진리스크 평가모델 및 평가결과 분석

○ 지진리스크 기여설비 선정 및 설비별 중요도 및 기여도평가

○ 열화설비의 CDF 영향 민감도 평가

○ 열화를 고려한 지진 PSA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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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현황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가동원전에 대해 지진 PSA를 수행해 왔으며 일부 원전

에 대해서는 SMA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진 PSA 방법론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많은 부분을 오래된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

존 기술의 적용기술은 일정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 성능 및 응

답에 기반을 둔 지진리스크 평가기술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 실시한 고리 1호기 PSR 수행결과 기기의 내진성능 검증항목이 미진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향후 원전 설비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노후 원전의 지진 PSA를 위해서는 지진리스크 기여설

비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 등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내부에 설치된 기기의 종류

및 기기 정착부의 특성 등에 대한 설계자료 및 현장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

므로 실질적인 지진리스크 산정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2 절 국외 현황

최근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도심 주변에서의 강진으로 인해 IAEA에서는

공동연구 과제로서 “근거리지진에 대한 중요성(Safety Significance of Near

Field Earthquakes)”에 관한 연구가 2002년도에 착수되어 근거리 지진에 대한 국

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부지 근처에서의 단층 발견

으로 인해 근거리 지진에 대한 원전의 영향 평가가 국내에서도 중요한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그 일환으로 전 원전에

대한 내진안전성 재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며 개정내용 중 설계지진 이상의 지진

에 대한 잔류리스크(Residual Risk)를 산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이를 평가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의 하나로 지진 PSA 기법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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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2년부터 4년간에 걸쳐 지진

PSA를 위한 취약도수준의 성능을 제공하고 원전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대국민 신뢰성 증진을 위해 펌프, 전기설비,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및 BWR (Boiling Water Reactor) 제어봉 등의 대형 설비에 대한 취약도 수준

평가실험을 대규모 진동대를 활용하여 수행한 바 있으며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지진 PSA 결과를 재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2007

년부터 주요 설비의 열화에 의한 성능저하를 평가하기 위해 교체중인 주요 기기

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과거 지진 PSA 및 SMA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며

외부사건 PSA에 대한 기준을 2003년 제정한 후 2007년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하

고 지진 PSA 시범적용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전 원전에 확대할 계획이다. 미

국의 많은 원전이 SMA를 수행한 바 있으나 SMA 결과로는 위험도 정보활용 기

술의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SPRA를 확대 수행할 예정이며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에서는 지진리스크 평가코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NRC(Nuclear Reulatory Commission)에서는 기기의 내진검증기준이 적

용되기 이전에 건설된 발전소 기기의 내진검증에 대하여 미해결 안전성 문제

(USI A-46)로 제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EPRI가 중심이 되어 노후 원

전의 기기 내진성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에 따라 일반수행절차를 제시(SQUG(Seismic Qualification Utility Group) GIP)

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내 원전 내부기기 뿐만 아니라 수화력 및 일반 산업설비

의 기기에 대한 지진 경험자료를 DB화하여 동일기기 또는 유사기기의 내진검증

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데이터 보완 및 새로운 기

기에 대한 입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미국 서부지역의 지진재해도 불확실성 저감의 일환으로 미국 서부지

역에 대한 감쇄식 개발을 위해 NGA (Next Generation Attenuation) 프로그램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동부지역에 대한 감쇄식 개발을 위한

NGA-East 프로그램 연구를 시작하는 등 지진재해도 관련으로 다양한 연구를

현재도 수행 중에 있다.

원자력 선진국이면서 지진 다발국인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진 PSA를 위

한 다양한 연구가 대규모 실험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 지진발생빈도가 증가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전의 지진안전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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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 지진 PSA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진 PSA 수행을 위한 관련 요소기술의 국내 현황을 외국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과 비교하여 아래 표에 기술하였다. 각 기술항목에 대해 충분한 활용 및 신

뢰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를 100으로 보았을 경우 선진국 및 국내 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

기술내용 선진국 국내 비고

지진재해도 분석 기술 80％ 40％

강진자료의 부족 및 지진재해도 활용

저조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개술 개발

실적이 미미

열화영향 해석/평가 기술 50％ 20％
선진국의 경우 초보단계에 있으나 국

내에서는 전무함

내진해석 및 내진성능

평가기술
90％ 60％

내진해석기술은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

이나 성능평가분야는 매우 미미함

지진사고 시나리오 분석기술 80％ 40％

내부사건 PSA 기술은 선진국 보다 우

위에 있으나 지진사건 분야에 대한 기

술 정립 필요

지진리스크 평가기술 80％ 30％
현재 외국기술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

여 활용하고 있음

진동대 실험기술 90％ 70％

내진검증을 위한 진동대 시험기술은

선진국에 근접. 취약도 수준 평가를

위한 시험기술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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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1. 개요

본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에서 수행되어왔던 원전부지의 확률론적지

진재해도분석 (PSHA,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에서의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원전부지 지진재해도 입력변수 분석

◦ 국내 원전부지 지진재해도 해석결과 분석

◦ PSHA 전문가패널 구성 및 입력자료 도출

◦ 감쇄식 및 지진원 특성별 민감도분석

◦ 지진재해도 입력자료 개선

◦ 활단층에 의한 강진동 평가모델 구축

◦ 확률론적 지진재해도평가를 위한 코드개발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론

◦ 신울진 1.2호기 부지를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을 통한 입력자료 평가/개선

및 재해도 재평가

◦ 연구에 필요한 전산코드 (전후처리 프로그램 포함) 자체개발

◦ 해외 전문가 초청 및 자문을 통한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동평가 기술 확보

2. 국내 원전부지의 PSHA 수행현황 분석

가. 국내 원전부지 PSHA 입력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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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PSHA는 1986년 2월 산포 후보부지에 대해 수행되었다. 이후 4개

원전부지에 대한 10회의 PSHA 수행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

참조).

◦ 1999년부터 전문가 패널 평가방법은 지진원 (Seismic Source) 및 감쇄식 평

가패널을 분리하고, 개별평가에서 그룹평가로 바뀌는 추세이다.

◦ 적용된 코드는 EQRISK, EQHAZARD, EQRISK88M 등이 사용되었으나 모

두 동일한 이론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결과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코드의 분석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 지진원 특성 (최대 지진규모 및 리히터 b값)은 전문가 또는 전문가 팀별로

매우 다양한 값이 제시되었다. 최대 지진규모의 범위는 M 6.5～7.2이며, 재

현주기를 나타내는 리히터 b값은 0.6～1.1 정도를 보인다.

◦ 지진가속도에 관한 지반운동 감쇄식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에서 개발

된 매우 다양한 감쇄식이 사용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개의 국내

감쇄식이 추계학적 모사를 통해 개발되어 지진재해도 분석에 적용되었다.

국내 및 국외 감쇄식은 그림 3.1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

인다. 국내의 특이 감쇄식을 제외하면 불확실성 폭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표 3.1 국내 원전부지에 대한 PSHA 수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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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0

1.0E-03

1.0E-02

1.0E-01

1.0E+00

1.0E+01

1.0E+02

1 10 100 1000

Epicentral distance (km)

PG
A 

(%
g)

Baag1997

BCJS1998

PNL1999

PLBK2001

JB2001

LC2002

Lee2002B

Lee2002N

JJB2002

JB2003

(a) 국내 연구자별 지반운동감쇄식 

M=6.0

1.00E-03

1.00E-02

1.00E-01

1.00E+00

1.00E+01

1.00E+02

1 10 100 1000

Epicentral Distance (km)

PG
A 

(%
g)

JB1981

Kawash1986

B&A1987

BJF1997

AB1997

Campb1997

SCEMY1997

TAS1997MC

TAS1997GC

AS2000

Zetal2006

(b) 국외 연구자별 지반운동감쇄식  

그림 3.1 국내. 외 연구자별 지반운동감쇄식 비교, M=6.0

Baag1997 (Baag (1997)), BCJS1998(Baag et al. (1998)), PNL1999(박지억·노명현·이기화 

(1999)), PLBK2001(박동희·이정모·박창업·김준경(2001)), JB2001(조남대·박창업 (2001)), 

LC2002(이기화·조광현 (2002)), Lee2002B(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2)), Lee2002N(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2002)), JJB2002(Junn et al. (2002)), and JB2003(조남대·박창업 

(2003))/JB1981(Joyner and Boore (1981)), Kawash 1986 (Kawashima (1986)), B&A1987, 

(Boore and Atkinson (1987)), BJF1997(Boore et al. (1997)), AB1997(Atkinson and 

Boore (1997)), Campb1997(Campbell (1997)), SCENY1997(Sadigh et al. (1997)), 

TAS1997MC(Toro et al. (1997)for Midcontinent), TAS1997GC(Toro et al. (1997) for 

Gulf Coast), AS2000(Atkinson and Silva (2000)), and Zetal2006(Zhao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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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지체구조는 초기에는 한반도의 지질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5-6개의 면적지진원을

보였다 (그림 3.2 참조).

   (a) 2000년 이전                      (b) 2000년 이후

그림 3.2 PSHA에 사용된 전형적인 지진지체구조구의 비교

나. 국내 원전부지 PSHA결과 분석

국내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원전의 PSHA 결과로부터 평균 및 메디안 지진재해

도곡선을 그림 3.3에 비교 하였으며 각각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고리 및 월성 부지는 근년에 가까울수록 재해도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새로운 지진학적 자료의 축적 및 평가자 간의 활발한 의견교

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 원전 설계지진가속도 SSE 0.2g에 대한 평균 재현주기는 영광원전

의 경우 3,450년, 울진원전의 경우 3,270～7,690년, 고리원전의 경우 1,910～

3,860년, 월성원전의 경우 1,320～6,710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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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재해도 곡선에서 설계지진 초과 지진에 대한 재해도가 전반적으로 과

도하게 평가되었다. 주요 요인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리히터 b값이 0.

9～1.1 사이에 분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해 평균 0.6～0.8 정도로 매우

작게 평가된 점 및 일부 비현실적인 감쇄식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리히터 a 값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제시한 값의 변동이 매우 커서 전

체적인 PSHA 결과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a) 평균 재해도                       (b) 메디안 재해도

그림 3.3 국내 원전부지별 지진재해도곡선 비교

3. PSHA 전문가패널 구성 및 입력자료 도출

가. 지진원 특성 패널평가

지진원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 4개 팀을 구성하였다. 각 팀은 지진학전

문가 2인으로 구성되었다. 감쇄식을 평가하기 위해 지진학 전문가 2인을 선정하

였다. 연구 대상 부지는 신울진 1,2호기로 선정하였다.

4개 전문가 패널은 지진원에 대한 최적값 (best estimate) 및 대안값

(alternative)을 가중치와 함께 제시하였다. 각 팀이 제시한 최적 지진지체구조 지

도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각 팀은 면적 지진원으로 가정하였으며, 각 지진원에

대한 지진발생율, 리히터 b값, 최대지진규모, 최소지진규모, 진원깊이를 가중치와

함께 제시하였다. 지진원 변수에 대한 값도 전문가 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

다.



- 16 -

(1) Team A

이기화, 김영석으로 구성된 Team A는 한반도의 최적 및 대안 지진지체구조도

(그림 3.4)를 제시하였다. 지진원은 면적지진원으로서 입력변수는 표 3.2와 같다.

   

(a) 최적 지진지체구조도             (b) 대안 지진지체구조도

그림 3.4 A팀의 지진지체구조도

Source Seismicity Parameter

Remark
Map

Source

ID

Annual rate and

b-value pair

Maximum

Magnitude

Minimum

Magnitude

Focal

Depth

νM>5 b-value Weight MMAX Weight MMIN Weight DF Weight

Best

Estimate

(0.8)

1 0.060
0.169
0.002

0.80
0.71
1.11

0.6
0.3
0.1

6.7
6.9

0.8
0.2

5.0 1.0 10
5
15

0.6
0.2
0.2

Area

Alternative

Estimate

(0.2)

1

2

0.017
0.046

0.0005

0.042
0.117
0.001

0.80
0.71
1.11

0.80
0.71
1.11

0.6
0.3
0.1

0.6
0.3
0.1

6.7
6.9

6.7
6.9

0.8
0.2

0.8
0.2

5.0

5.0

1.0

1.0

10
5
15

10
5
15

0.6
0.2
0.2

0.6
0.2
0.2

Area

Area

표 3.2 Team A의 지진원별 입력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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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am B

Team B는 경재복과 이준기로 구성되었다. 최적 및 대안 지체구조도는 그림 3.

5와 같으며, 각각 4개 및 2개의 지진원으로 나누었다.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이 덜 발생하는 낭림육괴와 함북습곡대를 포함하며 중국의 요동지괴

및 태자하 분지와 접하는 지진발생률이 극히 낮은 지역을 하나의 지체구조로 분

할하였다. 이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를 최적 지체구조도에서는 3개의 지진원으로

다시 세분한 반면 대안 지체구조도에서는 하나의 지진원으로 제안하였다. Team

B가 제안한 지진원별 변수 및 가중치는 표 3.3과 같다.

(3) Team C

조봉곤, 황재하로 구성된 Team C는 기상청 지진목록 (1978-2008)과 역사지진

자료 (이기화, 2006)를 사용하여 지진원을 결정하였다. 지진지체구조 (그림 3.6)는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5개의 지진원으로 나누었으며 5개의 지진원

중 남림육괴를 포함한 낭림-마천령지괴와 평남지괴를 포함한 지역은 두 제안에

서 공통으로 단일 지진원으로 제안하였다. 최적 지체구조도에서는 옥천습곡대를

하나의 단일 지진원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대안 지체구조도에서는 옥천습곡대와

경상분지를 하나의 더 큰 지진원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안 지체구조도에서

는 경기지괴를 추가령지구대를 경계로 하여 지진발생빈도가 낮은 북부 옥천대를

포함한 동부와 상대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서부로 나누고 있다. Team C가 제

시한 제안한 변수는 표 3.4와 같다.

(4) Team D

Team D는 김준경과 손문으로 구성되었다. 신울진 1,2호기 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지 반경 300㎞ 지역에서의 지질구조와 계기지진의 발생

빈도 분포를 고려하여 지체구조 및 지진원을 선정하였다. 최적 지체구조도에서

선정된 지진원과 대안 지체구조도에서 제안된 지진원은 모두 주요 단층계인 양

산단층, 울산단층, 연일구조선, 후포단층, 울릉단층 등이 위치하는 곳으로 한반도

에서 신기 지각변형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곳을 하나의 지진원으로 제시하

고 있다. 반면, 최적 지체구조도에서 두 개의 지진원으로 나눈 서해안지역과 옥

천습곡대를 포함한 지역을 대안 지체구조도에서는 그 주변까지 모두를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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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는 하나의 지진원으로 간주한다. Team D가 제안한 지체구조도는 그림 3.7과

같고 변수는 표 3.5와 같다.

(a) 최적 지진지체구조도 (b) 대안

지진지체구조도그림 3.5 B팀의 지진지체구조도

Source Seismicity Parameter

Remark
Map

Source

ID

Annual rate and

b-value pair

Maximum

Magnitude

Minimum

Magnitude

Focal

Depth

νM>5 b-value Weight MMAX Weight MMIN Weight DF Weight

Best

Estimate

(0.6)

1

2

3

4

0.004
0.003

0.064
0.012

0.007
0.009

0.073
0.068

0.74
0.76

0.84
1.15

0.74
0.87

0.79
0.57

0.7
0.3

0.7
0.3

0.7
0.3

0.7
0.3

6.7
6.2

6.7
6.2

6.7
6.2

6.7
6.2

0.7
0.3

0.7
0.3

0.7
0.3

0.7
0.3

5.0

5.0

5.0

5.0

1.0

1.0

1.0

1.0

6
8

6
8

6
8

6
8

0.7
0.3

0.7
0.3

0.7
0.3

0.7
0.3

Area

Area

Area

Area

Alternative
Estimate

(0.4)

1

2

0.004
0.003

0.330
0.075

0.74
0.76

0.74
0.77

0.7
0.3

0.7
0.3

6.7
6.2

6.7
6.2

0.7
0.3

0.7
0.3

5.0

5.0

1.0

1.0

6
8

6
8

0.7
0.3

0.7
0.3

Area

Area

표 3.3 Team B의 지진원별 입력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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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적 지진지체구조도 (b) 대안 지진지체구조도

그림 3.6 C팀의 지진지체구조도

(a) 최적 지진지체구조도 (b) 대안 지진지체구조도

그림 3.7 D팀의 지진지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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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ismicity Parameter

Remark
Map

Source

ID

Annual rate and

b-value pair

Maximum

Magnitude

Minimum

Magnitude

Focal

Depth

νM>5 b-value Weight MMAX Weight MMIN Weight DF Weight

Best

Estimate

(0.7)

1

2

3

4

5

0.001
0.003
0.016

0.028
0.027
0.029

0.038
0.020
0.056

0.039
0.040
0.039

0.085
0.045
0.126

0.83
0.95
0.70

0.95
0.85
1.04

0.73
0.81
0.64

0.73
0.60
0.86

0.78
0.86
0.69

0.5
0.3
0.2

0.5
0.3
0.2

0.5
0.3
0.2

0.5
0.3
0.2

0.5
0.3
0.2

6.7
7.0
6.4

6.7
7.0
6.4

6.7
7.0
6.4

6.7
7.0
6.4

6.7
7.0
6.4

0.6
0.2
0.2

0.6
0.2
0.2

0.6
0.2
0.2

0.6
0.2
0.2

0.6
0.2
0.2

5.0

5.0

5.0

5.0

5.0

1.0

1.0

1.0

1.0

1.0

3
4

4
6
3

6
8

8
7
3

6
5
3

0.7
0.3

0.6
0.2
0.2

0.8
0.2

0.6
0.2
0.2

0.5
0.3
0.2

Area

Area

Area

Area

Area

Alternative
Estimate

(0.3)

1

2

3

4

5

0.001
0.003
0.016

0.027
0.025
0.029

0.030
0.021
0.040

0.036
0.062
0.011

0.109
0.060
0.158

0.83
0.95
0.70

0.98
0.91
1.04

0.71
0.78
0.63

0.69
0.40
0.98

0.75
0.78
0.72

0.5
0.3
0.2

0.5
0.3
0.2

0.5
0.3
0.2

0.5
0.3
0.2

0.5
0.3
0.2

6.7
7.0
6.4

6.7
7.0
6.4

6.7
7.0
6.4

6.7
7.0
6.4

6.7
7.0
6.4

0.6
0.2
0.2

0.6
0.2
0.2

0.6
0.2
0.2

0.6
0.2
0.2

0.6
0.2
0.2

5.0

5.0

5.0

5.0

5.0

1.0

1.0

1.0

1.0

1.0

3
4

4
6
3

5
6

10
9
7

6
3

0.7
0.3

0.6
0.2
0.2

0.8
0.2

0.5
0.3
0.2

0.8
0.2

Area

Area

Area

Area

Area

표 3.4 Team C의 지진원별 입력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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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ismicity Parameter

Remark
Map

Source

ID

Annual rate and

b-value pair

Maximum

Magnitude

Minimum

Magnitude

Focal

Depth

νM>5 b-value Weight MMAX Weight MMIN Weight DF Weight

Best

Estimate

(0.8)

1

2

3

0.016

0.021

0.051

0.050

0.006

0.008

0.99

0.68

0.79

0.53

0.69

0.62

0.8

0.2

0.9

0.1

0.8

0.2

6.75

6.50

7.00

6.75

6.50

7.00

6.75

6.50

7.00

0.7

0.2

0.1

0.1

0.8

0.1

0.7

0.2

0.1

5.0

5.0

5.0

1.0

1.0

1.0

15

10

20

15

10

20

15

10

20

0.5

0.25

0.25

0.5

0.25

0.25

0.5

0.25

0.25

Area

Area

Area

Alternative

Estimate

(0.2)

1

2

0.014

0.019

0.006

0.008

1.08

1.00

0.69

0.62

0.8

0.2

0.8

0.2

6.75

6.50

7.00

5.75

6.25

6.75

0.5

0.25

0.25

0.7

0.2

0.1

5.0

5.0

1.0

1.0

15

10

20

15

10

20

0.5

0.25

0.25

0.5

0.25

0.25

Area

Area

표 3.5 Team D의 지진원별 입력변수

나. 감쇄식 패널평가

지진파의 전파에 따른 지진동 감쇄를 고려하기 위한 감쇄식은 이정모 및 김성

균에 의해 선정되었다. 각 전문가는 표 3.6과 같이 각각 2개와 8개의 감쇄식을

가중치와 함께 제시하였으며 2개의 같은 감쇄식에 두 전문가가 각기 다른 가중

치를 제시하였다. 국내식의 가중치가 높으며 그림 3.1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감쇄

식별로 감쇄특성이 큰 편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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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쇠 식 김성균 이정모

해외식

Atkinson and Boore (1997)   10%

Midcontinent of Toro et al. (1997)   10%

Gulf Coast plain of Toro et al. (1997)   10%

Atkinson and Silva (2000) 30% 10%

국내식

Baag (1997)   15%

이정모 (2002, 안전기술원)   15%

Junn et al. (2002)   15%

조남대·박창업 (2003) 70% 15%

합  계 100% 100%

표 3.6 PSHA에 적용된 지진동 감쇄식, 신울진 원전부지

4. 감쇄식 및 지진원 특성별 민감도분석

PSHA에서 변수 변동에 따른 재해도의 민감도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지진원, 규모 및 거리, 감쇄식에 근거한 재해도의 분해는 재해도에 영향

을 주거나 안주는 계수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준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지만, 2가지 형태의 민감도 평가가 추천된다 (NUREG/CR-6372).

첫째, base case를 가정하고 관심 변수를 변동시킨다. 결과는 재해도의 변동량을

보인다. 이 형태의 민감도 평가의 장점은 PSHA 분석자, 검토자 및 사용자에게

특정 변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재해도의 변동량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민감도는 하나 또는 다수의 변수가 재해도에 기여하는 상대적인

정도는 완전하게 제시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둘째, 개별 변수의 인식론적 불확실

성이 전체 인식론적 불확실성에의 기여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형태의 민감도

분석은 인식론적 변동성분석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전자의 방법에 따라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신울진 1,2호기 부지에 대한 전문가 패널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민감도를 분석

하였다. 민감도분석을 위한 변수별 base case 및 편차는 전문가 패널이 제시한

변수별 최적값의 상하한 값을 고려하여, 제어지진규모는 6.7±0.5, 리히터 a값은

5.5±0.5, 리히터 b값은 0.8±0.1, 진원심도는 10±5 km로 결정하였다. 감쇄식은 8개

를 고정시켜 고려하였다. 민감도분석에는 EQHAZAS 코드를 사용하였다.

입력변수별 지진재해도 민감도 분석결과는 리히터 a, b값-감쇄식-진원심도-지

진규모-지진원지도의 순으로 불확실성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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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체구조도 및 지진원에 대한 민감도

A팀의 최적 및 대안 지진지체구조도에 대한 민감도와 대안 지진원에서 지진원

1 및 2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를 대표적으로 수록하였다 (그림 3.8). 그림에서와

같이 지진지체구조도에 대한 민감도는 최적 지체구조도의 영향이 대안 지체구조

도보다 다소 적었다. 지진원에 대한 민감도분석에서는 부지가 위치하는 지진원

(여기서는 지진원 2)이 재해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같이 재해도에 큰

차이를 보인 점은 표 3.2에서와 같이 두 지진원의 지진 발생율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a) 지진지체구조도 민감도 (b) 지진원 민감도

그림 3.8 지진지체구조도 및 지진원에 대한 민감도의 예: A팀,

신울진 1.2호기 부지, 평균재해도

나. Gutenberg-Richter a 및 b 값에 대한 민감도

신울진 1,2 원전 부지에서 4개 전문가팀이 제시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

율은 지진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적값은 최소 0.001, 최대 0.085로서 매우 큰 편

차를 보인다. t=2,000, m in=5.0, m ax=6.7, b=0.8로 가정할 경우, 최소 및 최대

지진발생율에 대한 환산 Gutenberg-Richter a 값은 각각 4.32 및 6.25로서 기존

의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4개 전문가(팀)이 제시한 최적

Gutenberg-Richter b값은 지진원 및 가중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0.43,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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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로서 매우 큰 편차를 보인다.

Gutenberg-Richter a값에 대하여는 5.5를 base case로 하고 =±0.5의 범위를

고려하였고, b값에 대하여는 0.8을 base case로하고 =±0.1의 범위를 설정하였

다. 이들 변수가 쌍 (pair)으로 고려되므로 9개의 쌍에 대해 평균재해도를 그림

3.9에서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가장 큰 재해도를 보이는 것은 a=6.0, b=0.7일 때 (b값이 작고 a값이

큰)이며, 가장 작은 재해도를 보이는 것은 a=5.0, b=0.9일 때 (b값이 크고 a값이

작은)로서, 두 값의 차이는 전체 가속도 구간에 걸쳐 2 order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그림에서 b값은 재해도에서 불확실성의 폭을 결정하고 a값은 전체

재해도 수준을 결정하며, =1.0이 약 1 order의 편차를,  =0.2가 약 1 order의

편차를 전체 가속도 구간에서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9 Gutenberg-Richter a 및 b 값에 대한 민감도,

신울진 1.2호기 부지, 평균재해도

다. 최대지진규모에 대한 민감도

신울진 1,2 원전 부지에서 4개 전문가팀이 제시한 최대 지진규모는 6.2에서 7.0

사이에 분포한다. m ax=6.7을 base case로 하고  =±0.5의 범위를 고려하였

다. 3가지 경우에 대한 4개 전문가팀의 평균재해도는 그림 1.9와 같다. 그림에서

 =1.0의 차이가 최대지반가속도 (PGA) 1.0g에서 최대 약 0.5 order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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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도 차이를 보이며, PGA가 증가함에 따라 편차가 증가한다. m ax이 6.7과

7.2 사이에는 재해도의 차이가 매우 작다.

라. 진원심도에 대한 민감도

신울진 1,2 원전 부지에서 4개 전문가팀이 제시한 진원심도 (D)는 3～20 km

범위를 보인다. 여기서는 D=10 km를 base case로 하고  =±5 km 범위를 고

려하였다. 3가지 경우에 대한 4개 전문가팀의 평균재해도는 그림 1.10과 같다. 그

림에서  =5 km의 차이가 PGA 1.0g에서 최대 약 1.0 order 정도의 재해도 차

이를 보이며, PGA가 증가함에 따라 편차가 증가한다.

그림 3.10 최대지진규모에 대한 민감도 그림 3.11 진원심도에 대한 민감도

마. 감쇄식에 대한 민감도

신울진 1,2 원전 부지에서 2명의 전문가가 제시한 8개의 감쇄식은 표 3.6과 같

다. 전문가별 민감도는 그림 3.12에서와 같으며 대략 비슷한 정도의 편차를 보인

다. 감쇄식별 재해도는 그림 3.13에서 보인 바와 같이 PGA가 증가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1.0g에서 Toro et al. (1997) 및 Atkinson and Silva (2000)

의 감쇄식이 가장 큰 약 2 order의 편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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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전문가별 감쇄식 민감도

   

그림 3.13 감쇄식별 민감도

5. 지진재해도 입력자료 개선

가. 지진원평가 논리수목 개선

전 항의 민감도분석에서 Gutenberg-Richter 변수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

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역사지진 목록을 재평가하기

위한 논리수목에 대해 연구하였다. 현재 지진 전문가들이 재해도 평가에 사용하

고 있는 역사지진 목록의 진도, 규모, 진앙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최

근까지의 지진학적 연구결과의 반영이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보수성 및 불확실성

이 크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PSHA 결과는 마찬가지로 불확실성 및 보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리수목은 그림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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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역사지진목록 평가 및 b값 개선을 위한 논리수목

나. 역사지진의 규모 및 b값 재평가

전항의 개선방향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능한 우리나라 역사지진의 규모를

재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의 지진 및 지진공학적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건축 구조를 갖는 일본의 역사지진피해목록을 반영하였다.

일본역사지진기록 (우사미용부, 1996) 중에서 진앙이 내륙에 위치한 규모

4.0-7.5의 지진 60여 개를 분석한 결과, 지진규모별 피해 양상은 대략 표 3.7과

같다. 표 및 국내 고건축물에 대한 파괴실험결과를 고려하여 규모 평가기준을 표

3.8과 같이 수립한 후, 그에 따라 동력자원연구소의 지진피해목록에 대해 규모를

재평가 하였다. 평가결과는 표 3.9와 같으며, 타 연구자의 지진목록과 비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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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일본 지진목록의 주요 피해 현상 국내지진 피해

4.0-5.0
-땅이 갈라짐. 흙벽 무너짐. 기와 떨어짐.

낙석현상

20세기 내륙에서 발생한

주요지진 피해와 유사

5.0-5.5
-가옥 소규모 파손 (균열, 경사, 일부 도괴).

-흙벽 무너짐. 석축 파손. 산사태. 낙석
상동

5.5-6.0

-가옥 파괴, 균열, 박락, 기울어짐. 벽체 떨어짐.

기와 떨어짐. 사망자 발생

-석등, 석비, 석탑 넘어짐 (규모 약 5.5).

-성벽 소규모 파손. 석축 붕괴. 땅 갈라짐.

산사태. 용수

6.0-6.5

-가옥파괴 많음. 인마 사망 다수 발생 (수십명).

-궁궐, 사찰 등 튼튼한 구조 파손. 석탑, 불탑

무너짐. 불상 넘어짐.

-성문, 성곽 파괴. 석축 붕괴. 교량 낙하. 도로

파손.

-땅 갈라짐. 용수. 산사태. 모래땅 침하

1036년 석가탑 피해기록

과 유사

6.5-7.0

-사찰, 궁궐 건물 파괴. 민가파손 큼. 사망자

다수 발생(수백명)

-산사태. 성벽파손. 땅 갈라짐.

-해일발생. 연못 발생. 해안 융기

7.0-7.5

-궁궐, 사찰 건물, 회랑, 대문, 축대 등 대파.

종루, 탑 파괴.

-민가, 축대 파괴 다수. 사망자 다수 (수천명).

-산사태, 교량낙하. 연못 발생

표 3.7 일본의 역사지진 규모별 피해 및 국내 지진피해

동자연 역사지진목록의 주요 피해현상 기본 규모 비고

땅이 갈라지고 용수현상 발생. 4.0-5.0

가옥 붕괴 ≒.0

가옥 붕괴 및 사망자 발생 5.0-5.5

가옥붕괴 및 사망자 다수 ≒.5
감진면적이 큰 경우 규모를 0.5

증가

봉화대 및 성벽의 총안 붕괴 5.0-5.5

가옥 및 담장의 붕괴를 수반한

경우 감진면적을 고려하여 규모

를 0.5증가

표 3.8 지진피해현상별 국내 역사지진의 규모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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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발생일시 진앙지1) (경위도)

MM 진도 또는 규모 규모

동자연,

MMI

김성균 외,

MMI

이기화
2),

MMI / M
본연구, M

1 27 - (127.3) (37.4) VII VIII IX / 6.4 ≒.0

4 89 - (127.3) (37.4) VIII IX IX / 6.7 5.5-6.0

5 100 - 129.2 35.8 VIII IX IX / 6.7 5.0-5.5

7 304 - (129.2) (35.8) VIII IX IX / 6.1 4.0-5.0

8 304 - 129.2 35.8 VIII IX IX / 6.7 5.0-5.5

9 458 - 129.2 35.8 VIII VIII VIII / 6.4 4.0-5.0

11 502 - (125.8) (39.0) VIII IX IX / 6.7 5.0-5.5

12 510 - (129.2) (35.8) VIII IX IX / 6.7 5.0-5.5

13 664-9-12 (129.2) (35.8) VII VIII VIII / 6.4 ≒.5

17 779 - 129.2 35.8 VIII IX VIII–IX / 6.7 ≒.2

23 1036-7-23 129.2 35.8 VII VIII VIII / 6.4 6.0-6.5

49 1409-7-26 126.5 37.3 VIII 　- 　- < 4.0

54 1416-5-23 128.7 36.6 VII VII VI / 5.2 ≒.5

70 1455-1-24 (127.4) (35.4) VIII IX VIII–IX / 6.7 5.5-6.0

78 1518-7-2 126.2 37.9 VIII IX VIII–IX / 6.7 ≒.0

87 1519-11-15 128.4 37.4 VI VI V / 4.7 < 4.0

128 1546-6-30 (127.0) (37.6) VII VIII VIII/ 6.4 5.0-5.5

139 1552-2-4 126.8 37.5 VI VII V / 4.7 < 4.0

148 1555-3-13 128.6 35.8 VI VI VI / 5.2 < 4.0

170 1564-3-6 126.6 41.0 VI VIII V / 4.7 < 4.0

199 1594-7-20 (126.7) (36.6) VI VIII VIII / 6.4 4.0-4.5

204 1597-10-6 중국동북부 VI VIII VIII / 6.4

209-210 1601-3-7 128.6 35.9 VI V V / 4.7 < 4.0

217 1604-3-19 126.3 41.1 VI VI V / 4.7 < 4.0

220 1613-7-16 127.0 37.6 VII VI VII / 5.8 4.0-4.5

231 1643-6-9 127.1 35.8 VIII V VIII / 6.4 4.5-5.0

233 1643-7-24 울산 앞바다 VIII IX VIII–IX / 6.7 >6.5

237 1660-2-6 128.1 36.1 VI VII V / 4.7 < 4.0

238 1662-4-21 126.9 36.7 VI VII V / 4.7 < 4.0

248 1668-7-25 Eastern China VIII 　- VI / 5.2

250 1669-10-8 125.7 39.0 VI VI V / 4.7 < 4.0

252 1670-10-30 (126.9) (35.1) VII VIII VII / 5.8 4.0-4.5

253 1670-11-15 126.5 33.5 VII VIII VII / 5.8 4.0-4.5

260-263 1681-6-12 양양 앞바다 VIII VIII VIII–IX / 6.7 >6.5

268 1682-3-19 128.4 37.4 VII VII VI / 5.2 < 4.0

275 1692-11-2 (127.5) (36.6 ) VI VII VIII–IX / 6.7 4.5-5.0

279 1700-4-29 128.1 35.2 VIII VIII VII / 5.8 4.5-5.0

301 1727-6-20 (127.6) (39.9) VII VIII VII / 5.8 5.0-5.5

307 1757-7-30 126.7 36.6 VIII 　- VIII–IX / 6.7 <4.5

308 1760-8-30 128.3 36.1 VIII 　- V / 4.7 4.5-5.0

　- 1810-2-19 청진 앞바다 　 　 VIII–IX / 6.7 >6.5

표 3.9 동력자원연구소 지진목록 중 MMI>VI 지진의 재평가 지진규모

주: 1) ( )안으로 표시된 진앙지는 불확실성이 매우 큼.

   2) 이기화의 지진목록은 여진을 포함하므로 발생 연월이 동일한 지진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선택하여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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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enberg-Richter 변수값은 재평가된 역사지진목록을 이용하되 목록의 완전

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3가지 case에 대해 계산하였다: 1) 서기 2년부터 1904

년까지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 2) 지진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시기로 알

려진 16-17세기의 규모 4 이상의 지진, 3) 지진목록이 비교적 완전한 것으로 판

단되는 조선시대 (1392-1904)의 규모 4.5 이상의 지진. 각 경우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 결과를 그림 3.15에 보였다. 또한, 각 경우에 대한 Gutenberg-Richter 변수

값을 선형회귀분석과 최우도법에 의해 구한 결과를 표 3.10에 보였다. 최종적으

로 a=5.32±0.21, b=0.95± 0.19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기 발표된 계기지진에 대

한 것과 유사하다.

Gutenberg-Richter a-value Gutenberg-Richter b-value

inear regression max. likelihood linear regression max. likelihood

Case 1 5.69±0.47 4.14±0.58 0.89±0.43 0.61±0.23

Case 2 2.52±0.61 4.85±0.40 0.53±0.34 0.96±0.24

Case 3 3.76±0.47 5.43±0.01 0.65±0.32 0.99±0.30

표 3.10 재평가된 역사지진의 Gutenberg-Richter변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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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1 (서기 2-1904, M>5.0)       (b) case 2 (16-17세기, 

(c) case 3 (1392-1904, M>4.5)

그림 3.15 누적빈도 및 규모의 선형회귀분석

다. Gutenberg-Richter b값 개선

Gutenberg-Richter 변수값 및 지진지체구조구와 관련된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재해도분석 입력자료 및 국내 연구결과에 대해 최근의 기술동향을 반영한 지진

학계의 평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가 지진재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2009년 5월 29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지진

재해도분석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을 거쳤다. 그리고 지진

학 전문가 9명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고, 6개 설문을 결정한 후, 각 항목에

대해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b값 관련 설문내용 및 항목별 결과는 표

3.11과 같으며, 최적 b값은 0.96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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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결과

1. Gutenberg-Richter 변수값 계산 시 지진목록의 완전성

평가의 필요성 및 중요성
중요함 (100%)

2. Gutenberg-Richter b값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결과

별 신뢰도를 가중치로 제시
가중평균: 0.96

3. 한반도 지체구조 지도에서 지진원별 b값의 차이의 크

기에 대한 의견
적음 (67%)

4. b값이 과도하게 크거나 작은 경우 한계값 설정의 필요

성
필요함 (78%)

5. b값의 상하한값 및 가중치 제시
상한: 1.06, 하한:0.74

(가중평균값)

표 3.11 b값 관련 설문 및 전문가 패널 평가결과

라. 지진지체구조도 개선

기 수행된 원전 PSHA 결과 중에서 2000년 이후에 수행된 최적 지진지체구조

도 11개 중 가장 타당한 것부터 가중치를 결정하였으며 (표 3.12 참조), 상위분포

6개에 대한 지체구조도는 그림 3.16과 같다.

개선된 지체구조지도 및 b값을 신울진 1,2호기 원전부지에 적용하여 계산한 지

진재해도곡선은 그림 3.17과 같다. 그림의 개선 1은 지진원별 b값의 최소값을

0.74로 보정, 개선 2는 모든 b값을 0.96으로 보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불확실성

의 폭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재해도 값도 설계지반가속도 0.2g에서 평균재해도는

1.37e-4에서 3.67e-5로 약 58% 감소하였으며, 1.0g에서 평균재해도는 1.19e-6에

서 2.93e-7로 약 68% 대폭 감소하였다.

지체구조구 지도 비율(%) 지체구조구 지도 비율(%)

신월성 1.2호기 A팀 지도 13.1 신월성 1.2호기 B팀 지도 9.4

신월성 1.2호기 C팀 지도 9.9

신고리 1.2호기 1전문가 지도 11.8 신고리 1.2호기 3전문가 지도 12.5

신고리 1.2호기 4전문가 지도 5.1 신고리 1.2호기 5전문가 지도 11.4

신울진 1.2호기 A팀 지도 2.2 신울진 1.2호기 B팀 지도 9.9

신울진 1.2호기 C팀 지도 9.8 신울진 1.2호기 D팀 지도 4.9

표 3.12 지진지체구조도에 대한 전문가패널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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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신월성 1.2호기 A팀             (b) 신고리 1.2호기 3전문가

    (c) 신고리 1.2호기 1전문가          (d) 신고리 1.2호기 5전문가

      (e) 신월성 1.2호기 C팀               (f) 신울진 1.2호기 B팀

그림 3.16 지진지체구조도 평가결과, 상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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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 개선1 (최소 b값 보정) 개선 2 (평균 b값 보정)

그림 3.17 신울진 1.2호기 지진재해도 비교, 개선 전.후

6. 활단층에 의한 강진동 평가모델 구축

지진파를 수치적으로 정확히 모사하기 위해서는 지진원에서 관측점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지반 매질의 전파 특성이나 지진원 자체의 단층 파열 파라메타 및

관측점에서의 지진파 증폭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통상 소규모 지진에 의해

실제로 관측된 지진파를 이용하여 강지진동을 합성하는 경험적 그린함수법

(Empirical Green Function Method, EGFM)이 유용하게 사용된다(Irikura, 1983).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의 소규모 지진데이터를 얻기 힘들 경우에는 추계학적 방

법으로 지진파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소지진원으로 적용하는 추계학적 그린

함수법 (Stochastic Green Function Method, SGFM)이 이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함수법에 의한 강진동 평가모델을 정립하였으며, 울산단층

을 대상으로 하여 월성부지의 강진동을 평가하였다. 입력지진을 생성하기 위해서

는 관측데이터가 미흡하기 때문에 추계학적 그린함수법을 이용하였다.

가. 그린함수법을 이용한 강진동 합성방법

소규모 지진을 이용하여 강지진동을 합성하는 방법은 Hartzell (1978)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단층면에 요소지진이 분포하고 이들로부터 전파되는 지진파가 중첩

되어 본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서 소규모 요소지진과 본진 사이에는 두 가지 상

사법칙이 적용된다. 하나는 단층 면적, 슬립 및 슬립 지속시간과 같은 파라메타

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진원 스펙트럼의 상사이다. 지진원 스펙트럼의 상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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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mori and Anderson (1975)에 의해서 식 (3.1)과 같이 정의 된다.

  
    (3.1)

여기서, L과 은 단층 길이, W와 w는 단층 너비, T와 τ는 슬립 지속시간, 

와 는 지진모멘트, D와 d는 슬립량이며 각각 본 지진과 요소지진에 대한 파라

메타 이다. 이 상사성은 응력강하량이 단층 크기에 무관하다는 가정 하에 요소지

진을 N×N으로 분할하는 경우 성립하게 된다.

지진원 스펙트럼에 대한 상사성은 ω-square 모델에서 성립된다. 이 모델은 지

진원 스펙트럼을 규모에 상관없는 형태로 정의하며 저주파수 진폭 와 모서리

주파수 로부터 식 (3.2)와 같이 주어진다.


  (3.2)

이때 저주파수 진폭은 단층 면적의 역수(  )와 지진모멘트()에 비례하며

응력강하량은 지진모멘트와 모서리주파수의 세제곱(
)에 비례한다. 이때 응력강

하량이 지진모멘트에 무관한 값이면 절점 주파수는 지진모멘트의 세제곱근

(
)에 비례하게 되며 고주파수 성분의 진폭 또한 지진모멘트의 세제곱근에

비례하게 된다. 따라서 지진원 스펙트럼의 관계는 식 (3.3)과 같다.


   

  
 

   (3.3)

여기서, 와
는 변위 스펙트럼에서의 평활 구간 진폭이며, 와

는 가속

도 스펙트럼에서의 평활 구간 진폭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응력강하량이 규모에 따

라 달라지는 경우 성립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응력강하량에 대한 보정 상수를

도입하여 식 (3.4)와 같이 상사성을 개선 할 수 있다.


 

  
 

  (3.4)

여기서 C는 본진과 요소지진에 대한 응력강하량의 비이다. 이때 지진원 파라메

타의 상사성 역시 식 (3.5)와 같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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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와 같은 지진원 스펙트럼에서의 상사성에 대한 관계를 도시하면 그림 3.18과

같다. 그린함수법을 이용한 지반운동 합성 시에는 요소지진과 본진이 이와 같은

상사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림 3.18 지진원 스펙트럼의 상사성

그린함수법을 이용하여 소규모 요소지진으로부터 본진의 지반운동을 합성하는

방법은 그림 3.19와 같다. 먼저 응력강하량이 일정한 (C=1)인 모델에 대해서 가

정하도록 한다. 지진모멘트의 크기가 소규모 요소지진의 N3배라고 하고 요소지

진원의 크기를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본 단층을 N×N개의 요소지진원으로 분할

할 수 있다. 이때 본진의 지진파 A(t)는 요소지진의 지진파 a(t)에 대하여 식

(3.6)과 같이 표현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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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규모 지진의 은 진원거리이고 i는 각 요소지진원의 진원거리이다. *

기호는 convolution 연산을 나타낸다. 는 파열 진행 및 지진파 전파에 따른 관

측점까지의 도달거리에 대한 시간차이며 식 (3.7)과 같이 표현된다.

   (3.7)

여기서, 는 전단파 속도(shear wave velocity)이고 은 파열전파속도(rupture

velocity)이며 는 파열 발생이 최초 시작되는 진원으로부터 해당 요소지진원까

지의 거리이다.

W

L

( ) ( ) )(*/)( tattFrrtA iiå -=

Rupture Propagation
Sm all Event

Subfault

그림 3.19 그린함수법을 이용한 지반운동 합성 방법

F(t)는 필터링 함수이고 그림 3.20과 같이 delta function과 boxcar function

두 개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산은 식 (3.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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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슬립 함수 차이에 따른 필터링 함수

 ′


  

 ′
′ (3.8)

이와 같이 지진파를 중첩하면, 저주파수 성분은 coherent 되도록 중첩되므로

N3에 비례하여 증폭된다. 반면 고주파수 성분은 incoherent 되도록 중첩되며 또

한, 식 (3.8)의 필터링 함수 F(t)가 고주파 영역에서 1의 값으로 점근하기 때문에

식 (3.6)에서 중첩되는 수 N2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N배로만 증폭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진원 스펙트럼의 고주파성분의 증폭량은 저주파

성분 증폭량의 세제곱근에 해당하는 정도만 증폭하게 되어 상사성을 만족하게

된다.

본진과 요소지진의 응력강하량이 다른 경우는 앞서 도입한 응력강하량 비 C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 될 수 있다. 이때 요소지진의 지진파는 단순히 C

만큼 증폭된 값을 사용하면 상사성을 만족하게 된다.

그린함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소로 사용하는 소규모 지진을 점지진원으

로 가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작은 지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작은 요

소지진을 이용하면 합성된 지반운동 스펙트럼의 특정성분의 크기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프랙탈 분포를 이용하여 각 요

소지진의 크기를 달리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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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계학적 요소지진원 생성

관측점에서 특화된 지반운동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그린함수법이 유용

하나 계측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추계학적 그린함수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서 요소지진원은 점지진원으로 가정되며 지반운동 시간이력은 랜덤파형을 이용

하여 요소지진원의 규모 및 거리에 따른 진폭 스펙트럼에 맞추는 추계학적 방법

으로 생성한다(Boore, 1983). 추계학적 방법에서는 전파 경로에 따른 감쇄 및 지

반조건에 따른 국부적인 증폭 특성이 고려된다.

추계학적 강지진동 생성 기법에서는 반무한 탄성체에서의 원역 지반운동 가속

도를 제한된 주파수 대역에 유한한 지속시간을 갖는 백색잡음(Gaussian white

noise)으로 가정한다. 지반운동의 진폭은 지진원 특성이 반영된 특정한 형상을

가지는 스펙트럼으로 주어지며, 이로부터 지반운동의 시간이력은 스펙트럼으로부

터 얻어지는 진폭과 임의의 위상각을 가지는 각 주파수 성분별 파를 지진규모와

거리에 따라서 주어지는 지속시간에 걸쳐 생성하고 이들을 중첩하여 얻어진다.

추계학적으로 시간이력을 생성하기 위한 지진원 진폭스펙트럼은 주파수에 대

한 진폭의 함수값으로 정의된다. 이는 식 (3.9)와 같이 지진원스펙트럼(source

spectrum, E)과 경로감쇄(path attenuation, P), 부지효과(site effect, G) 및 운동

성분(type of motion, I)에 의한 함수로 이루어져있다.

··· (3.9)

여기서 는 지진모멘트(seismic moment)로서 지진 시 방출되는 에너지를 나타

내며 dyne-cm 단위를 가진다. 경로에 의한 감쇄효과는 거리 R 및 주파수 성분

에 따라 달라지며 부지효과는 거리에는 관계없는 주파수에 대한 함수이다. 따라

서 특정 거리와 규모에 대한 지진원 진폭스펙트럼은 최종적으로 주파수에 의한

함수 형태로 표현된다.

지진원 스펙트럼 함수 E는 식 (3.10)과 같이 상수 c와 지진모멘트로부터 결정

되는 지진원에 의한 항 S 및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에 대한 함수 D의 곱

으로 정해진다.

 ·  · max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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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는 지진모멘트의 함수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ω-square 모델이 쓰인다. ω-

square 모델의 변위진폭스펙트럼은 모서리주파수(corner frequency, )를 기준으

로 저주파성분은 지진모멘트에 해당하는 상수값으로 일정하고 고주파성분은 주

파수의 제곱에 대한 기울기로 감소하는 식 (3.11)과 같은 스펙트럼 형상을 가진

다.

 
 




(3.11)

여기서 모서리주파수는 상사성을 고려하여 
 의 관계를 가지며 이

상수값은 응력강하량(stress drop, )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Brune(1970)의

지진원스펙트럼에 따르면 1개의 모서리주파수를 가지는 ω-square 모델에서는 모

서리주파수와 응력강하량 사이의 관계식이 식 (3.12)와 같다.

 ×
 

 (3.12)

여기서 는 Hz이며 는 전단파속도로서 km/s 이고 응력강하량은 bar이다. 지

진원 스펙트럼의 c는 주파수에 무관한 상수이며 식 (3.13)과 같이 주어진다.


ℜ

(3.13)

여기서 F는 자유면증폭(free surface amplification)을 나타내며 그 값은 2.0이고,

ℜ는 방위각 θ와 take-off angle Φ에 대한 방사패턴(radiation pattern)이며 수

직한 두 방향의 평균적인 방사패턴은 전단파일 경우에는 0.55로 주어진다. V는

두 개의 수평 성분에 대한 분할을 나타내며 그 값은 이고, ρ와 β는 지진

원 부근의 밀도와 전단파 속도를 나타낸다.

D는 고주파 κ 필터(high frequency κ filter)를 나타내며 식 (3.14)와 같이 표현

된다. 경로감쇄는 식 (3.15)와 같이 기하퍼짐 (geometric spreading, Dg)과 고

유․분산감쇄 (intrinsic and scattering attenuation, DQ)로 표현된다.

  exp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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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여기서, 기하퍼짐은 거리에 따른 함수로 표현되며 간단하게 진원거리의 역수인

1/R로 표현될 수 있다. 고유․분산감쇄는 주파수와 거리에 관한 함수이며 식

(3.16)과 같이 표현된다.

  exp 
  (3.16)

부지효과는 진원으로부터 전파되어오는 거리에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

로감쇄와는 분리되어 여겨진다. 부지효과는 관측점의 지반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부지의 전단파속도에 따른 주파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다. 고주파 감쇄를

나타내는 D(f)는 경로에 무관한 에너지 손실에 의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경로감

쇄와는 달리 거리가 변수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감쇄는 cut-off 주파수인 m ax보

다 고주파인 구간에서 급격히 감쇄하는 필터와, 지진파가 얕은 연약한 암반층을

통과되면서 관측점 아래의 암반층에서 감쇄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발생하는

 필터 두 가지로 표현되며 각각 식 (3.17) 및 식 (3.18)과 같다. 또한 이 둘은

결합된 식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m ax 
 

(3.17)

 exp  (3.18)

지진원 진폭스펙트럼은 운동성분을 결정하는 필터를 통해 변위, 속도 및 가속도

스펙트럼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가속도의 경우 I(f)=(2πf)2이다.

지반운동 시간이력은 그림 3.21과 같이 모든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백색

잡음(white noise)을 포락곡선 형태에 맞추어 생성하고 감쇄 및 부지효과를 고려

한 지진원 진폭스펙트럼에 맞도록 증폭시킨 후 시간영역으로 변환하여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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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추계학적 점지진원 지반운동 생성 절차

다. 아스페리티 모델링

지진 시 단층의 파열이 발생하는 면은 슬립(slip)이 주변부보다 더 큰 아스페리

티(asperity)영역이 존재한다. 단층 내 아스페리티의 파라메타는 다음과 같은 기

본 가정으로 계산 할 수 있다.

• 단층면적 : 총 지진모멘트와 단층의 각 세그먼트 면적이 주어지고, 각 세그

먼트의 면적에 따라서 각 세그먼트의 지진모멘트는 자기상사법칙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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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1.5승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 아스페리티 : 아스페리티의 총면적은 통계적으로 구해질 수 있으며 각 아스

페리티의 슬립은 각 세그먼트의 평균 슬립의 2배로 하여 산정한다. 동일한

세그먼트 내의 아스페리티들은 응력강하량과 슬립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배경영역 : 배경영역의 지진모멘트는 전체 지진모멘트에서 아스페리티의 지

진모멘트를 제한 값으로 산정한다.

이와 같은 기본 가정으로부터 지진 규모와 단층면의 치수가 정해지면 이로부

터 아스페리티와 배경영역의 파라메타를 계산한다. 총 단층과 세그먼트 및 아스

페리티와 배경영역의 개략적인 주요 파라메타는 그림 3.22와 같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계산 할 수 있다.

그림 3.22 단층 및 아스페리티의 파라메타 계산

(1) 단층 치수 결정

① 총 단층 및 각 세그먼트 단층의 단면적(길이×너비)을 결정한다.

② 총 지진 모멘트 결정한다. 이 때, 총 지진 모멘트는 단층의 단면적 혹은 길

이 등을 먼저 결정하고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도 있다.

- Wells and Coppersmith (1994)의 단층 길이, 너비, 면적 ～ 지진모멘트 관

계식들

- Sholz (2002)의 L모델   × 




- 44 -

③ 자기상사법칙에 근거해, 각 세그먼트의 지진모멘트는 총 지진모멘트를 세그

먼트의 면적의 1.5 승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아스페리티의 개수 결정 및 위치

① 슬립 분포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으로 수를 설정한다.

이는 대체로 평균 지진 발생 간격이 비교적 짧은 해구형 단층이 해당된다.

② 미끄럼 분포의 결과를 모르는 경우 지표의 변위 분포 데이터가 상세하게

있는 경우는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설정한다. 이는 대체로 평균 발생 간격

이 비교적 긴 내륙의 활단층의 경우에 해당된다.

③ 지표의 변위 분포 데이터가 상세하게는 않은 경우는 Somerville et al.(1999)

의 결과에 따라 지진 당 아스페리티의 수가 평균 2.6 개임을 참조한다.

④ 주향 방향으로의 위치는 지표에서의 변위량이 큰 곳으로 정한다.

⑤ 경사 방향으로의 위치는 모두 얕은 경우, 모두 깊은 경우, 얕은 것과 깊은

것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4) 아스페리티의 총면적

① 아스페리티의 총면적은, 단층총면적, 지진 모멘트, 단주기 레벨로부터 이론

적 및 경험적 관계식에 의해 산정한다.

- 통계적으로 구해진 단주기 레벨

 ××
 을 계산한 후 아스페리티의

반지름  
 을 계산한다 (Boatwright (1988)). 여기서 R은

총 단층을 원형으로 가정하였을 때의 반지름이고 는 전단파 속도이다.

- 또 다른 방법으로 Somerville et al.(1999)의 통계 결과에 따라 전체 면적

의 22%로 산정한다.

(5) 각 아스페리티의 면적 및 길이와 폭

① 각 아스페리티의 면적은, 아스페리티의 총면적을 각 세그먼트의 면적에 비

례하여 배분한다.

② 세그먼트 내에 아스페리티가 2개인 경우 각각의 면적을 16:6으로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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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한다.

③ 모델링을 위해서 각 아스페리티의 길이와 너비를 정방형으로 결정

(6) 아스페리티 파라메타 계산

① 아스페리티의 응력강하량은 단층 전체의 지진 모멘트, 단층의 총면적 및 아

스페리티의 총면적으로부터 산정한다.

  


② 각 세그먼트 내의 아스페리티의 평균 슬립은 해당 세그먼트의 평균 슬립의

2배로 산정한다.

  ×  × 

③ 아스페리티의 지진모멘트를 산정한다.

 

④ 아스페리티의 너비

- 세그먼트내 아스페리티가 1개일 경우 아스페리티 형태가 정사각형으로 가

정하여 면적의 제곱근으로 산정한다.

- 세그먼트내 아스페리티가 여러 개일 경우   
∑로 한다. 여기서,

는 각 세그먼트에서의 총 아스페리티 면적에 대한 각각의 아스페리티의

면적 비이다.

(7) 배경 영역 계산

① 각 세그먼트에 있어서의 배경 영역의 지진 모멘트는 각 세그먼트의 지진모

멘트에서 각 세그먼트의 아스페리티 지진모멘트를 제하여 계산한다.

 

② 배경영역의 평균 슬립은, 배경영역의 지진모멘트로부터 산정한다.

 

③ 배경영역의 너비()는 세그먼트의 길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④ 배경영역의 응력강하량은 각 세그먼트 내에서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응력

강하량이 미끄럼 속도에 비례한다는 관계로부터 아스페리티의 실효 응력,

폭, 평균 슬립 및 배경 영역의 폭, 평균 슬립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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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열 진행

① 단층 파열 개시점의 깊이는, Somerville et al. (1999)의 결과에 근거해, 아스

페리티의 하단으로 설정한다.

② 단층 파열 전파속도는 전단파 속도와의 경험적인 관계식에 근거하여

Vr/Vs= 0.7～0.9 사이의 값으로 설정한다.

③ 단층 파열 개시 시각차

- 연속한 복수 세그먼트의 경우, 파열 개시 시각차는, 세그먼트간의 연속적

인 파열 전파를 가정해 산정한다.

- 연속하지 않는 복수 세그먼트의 경우, 파열 진행이 세그먼트 내어서는 파

열속도로, 세그먼트사이는 전단파의 전파 속도로 진행한다고 가정하여 산

정한다.

라. 울산단층에 의한 강진동 평가

강진동 모사 대상 단층은 그림 6과 같이 울산단층의 북부 분절 경주-입실 구

간(주향 349°, 길이 22km)으로 선정하였다. 단층의 길이는 이 구간 전체에 해당

하도록 하였고 너비는 파열이 발생할 수 있는 깊이를 약 13km로 가정하고 경사

각 60°를 고려하여 16km로 정하였다. 따라서 단층의 단면적은 352km2이고 이는

식 (3.19)에 의해 지진모멘트는 6.89×1025 dyne-cm, 식(3.20)에 의해 모멘트규모

는 약 6.5로 결정되었다.

  × 
 (3.19)

  log  (3.20)

관측점의 위치는 월성원전부지로 선정하였다. 지표면에서 단층 파열면과 관측

점까지의 최단거리는 약 12km이다. 관측점과 단층면의 상대적인 위치는 그림 3.

23에 나타내었다. 추계학적 그린함수법을 위해 모멘트 규모 5.1에 해당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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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한 지반운동을 합성하였다. 이는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약 2km인 단

면적 4km2의 지진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목표로 하는 울산단층을 주향 방향

으로 11개, 경사 방향으로 8개로 분할하여 모델링 하였다 (그림 3.24 참조).

울산단층

울산단층

북부 분절

월성원전부지

그림 3.23 울산단층의 북부 분절과 월성원전부지의 위치

Strike 
normal

Depth (z)

22km

NPP Site

60

Strike parallel

16km

Hypocenter

12.2km

Element event (MW5.1)

2km

2km

Main event (MW6.5)

그림 3.24 관측점과 단층의 상대적인 위치

총 단층 면적과 지진모멘트로부터 평균 슬립이 구해지며 이를 통하여 아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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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티에서의 슬립은 평균슬립의 2배로 계산한다. 아스페리티의 면적은 단층면적의

22%에 해당하는 77.4 km2로 산정되었고 요소지진원의 크기를 고려하여 아스페

리티 1개 모델에서는 10 km×8 km의 크기로 결정하였다. 아스페리티 2개 모델에

서는 각각의 아스페리티 면적이 16:6인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치수가 8 km×6

km, 6 km×4 km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스페리티 1개 모델에서는 아스페리

티의 응력강하량은 12.4 MPa, 배경영역은 1.80 MPa로 계산되었고 아스페리티 2

개 모델에서는 아스페리티의 응력강하량은 11.2 MPa, 배경영역은 2.21 MPa로

계산되었다. 표 3.13과 표 3.14는 아스페리티 개수가 각각 1개 및 2개인 경우의

단층 파라메타를 계산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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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파라메타 산출식 기호 단위 값

단층 길이 L km 22.0

단층 너비 W km 16.0

단층 면적 (길이)×(너비) S km2 352.0

지진모멘트 S=4.24×10-11×M01/2 M0 dyne-cm 6.89E+25

모멘트규모 MW=[logM0-16.1]/1.5 MW 6.49

전단탄성률 μ=ρβ2 μ dyne/cm2 3.31E+11

평균 슬립 D=M0/(μS) D cm 59.2

등가 반지름 R=(S/π)0.5 R km 10.59

Asperity

파라메타
산출식 기호 단위 값

면적 총 단층 면적의 22% Sasp km2 (77.4) 80

길이 요소지진 길이의 정수배 Lasp km 10.0

너비 요소지진 너비의 정수배 Wasp km 8.0

등가 반지름 r=(Sasp/π)0.5 r km 5.05

응력강하량 σasp=(7/16)[M0/(r2R)] σasp bar 111.9

슬립 평균 슬립의 2배 Dasp cm 118.4

지진모멘트 M0,asp=μSaspDasp M0,asp dyne-cm 3.13E+25

너비 Wasp=Sasp
0.5

Wasp km 8.94

Background

파라메타
산출식 기호 단위 값

지진모멘트 M0,back=M0-M0,asp M0,back dyne-cm 3.76E+25

면적 Sback=S-Sasp Sback km2 272.0

슬립 Dback=M0,back/(μSback) Dback cm 41.8

너비 Wback=W Wback km 16.0

응력강하량
σback=(Dback/Wback)/(Dasp/Was

p)
*σasp

σback bar 22.07

표 3.13 아스페리티 1개 모델의 파라메타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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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파라메타 산출식 기호 단위 값

단층 길이 L km 22.0

단층 너비 W km 16.0

단층 면적 (길이)×(너비) S km2 352.0

지진모멘트 S=4.24×10-11×M0
1/2 M0 dyne-cm 6.89E+25

모멘트규모 MW=[logM0-16.1]/1.5 MW 6.49

전단탄성률 μ=ρβ2 μ dyne/cm2 3.31E+11

평균 슬립 D=M0/(μS) D cm 59.2

등가 반지름 R=(S/π)0.5 R km 10.59

Asperity

파라메타
산출식 기호 단위 Asp.1 Asp.2

면적 총 단층 면적의 22%, (16:6) Sasp km2 (56.3) 48 (21.1) 24

길이 요소지진 길이의 정수배 Lasp km 8.0 6.0

너비 요소지진 너비의 정수배 Wasp km 6.0 4.0

등가 반지름 r=(Sasp/π)0.5 r km 4.79

응력강하량 σasp=(7/16)[M0/(r2R)] σasp bar 124.3

슬립 평균 슬립의 2배 Dasp cm 118.4

지진모멘트 M0,asp=μSaspDasp M0,asp dyne-cm 2.82E+25

너비 Wasp=π
1/2

rΣγi
3

Wasp km 6.25

Background

파라메타
산출식 기호 단위 값

지진모멘트 M0,back=M0-M0,asp M0,back dyne-cm 4.07E+25

면적 Sback=S-Sasp Sback km
2

280.0

슬립 Dback=M0,back/(μSback) Dback cm 44.0

너비 Wback=W Wback km 16.0

응력강하량
σback=(Dback/Wback)/(Dasp/Was

p)
*σasp

σback bar 18.04

표 3.14 아스페리티 2개 모델의 파라메타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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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아스페리티 1개 및 2개 모델에 대하여 지반운동을 합성

하였다. 발생하지 않은 가상의 지진을 모사하는 것이므로 실제 슬립의 공간적 분

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스페리티의 위치는 임의로 배치하였다. 진원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단층면 하단의 아스페리티 영영 밖으로 정해지며 이에 따라 주향 방

향으로 남측, 가운데, 북측 3곳에 위치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하

여 지반운동을 합성하였다.

그림 3.25(a)는 아스페리티 1개 모델에 대하여 아스페리티 및 배경영역에 해당

하는 요소지진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5의 (b)와 (c)는 각각 아스페리티

및 배경영역에서 관측점인 월성원전부지로 전파되는 지반운동을 도시한 것이며

그림 3.25의 (d)는 이를 시간축에서 중첩하여 최종적으로 합성된 지반운동 시간

이력이다. 각 요소지진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남측에 위치한 관측지점에서 중첩될

때 진원의 위치가 가운데이거나 북측인 경우 진원의 위치가 남측일 때 보다 상

대적으로 동일 시간대에 도달하여 지반운동의 세기가 다소 높게 평가된다. 이는

그림 3.26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에서 주파수 1초 이하인 상대적으로 장주기인

구간에서 보다 뚜렷이 알 수 있다.

그림 3.27은 아스페리티 2개 모델에 대하여 아스페리티 및 배경영역 요소지진

원의 배치와 합성된 지반운동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3.27(b)의 남측 진원인 경우

의 지반운동에서는 각 아스페리티에서 전파되는 지진파가 큰 시간차를 가지고

도달하여 합성된 시간이력에서 분리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북측진원의 경우

는 각 아스페리티에서 도달하는 지진파가 동시에 합성되어 큰 지반운동이 합성

된다. 이는 마찬가지로 그림 3.28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9는 아스페리티 2개 모델에 대하여 진원의 위치는 가운데로 고정하고

단층파열속도와 전단파 속도의 비 Vr/Vs를 각각 0.7, 0.8, 0.9로 달리 하면서 지

반운동을 합성한 것이다. 이 비율이 커질수록 합성된 지반운동의 최대가속도가

증가하였지만 응답스펙트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림 3.30 참조).

그림 3.30은 합성된 지반운동의 세기가 최소 혹은 최대에 가깝도록 진원 및 아

스페리티의 위치를 배치하여 비교한 것이다. 그림 3.31(a)의 경우는 최소가 되도

록 배치하여 최대 지반가속도가 346cm/s2으로 합성되었으며 3.31(b)의 경우는 최

대가 되도록 배치하여 최대 지반가속도가 569cm/s2으로 합성되어 두 경우가 약

1.64배에 이르렀다. 그림 3.32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이다.

따라서 동일한 단층면적을 가지더라도 아스페리티 및 진원의 위치에 따라서 생

성되는 지반운동 세기의 차이가 확연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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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스페리티 모델         (b) 남측 진원에서의 합성된 지반운동

  (c) 가운데 진원에서의 합성된 지반운동    (d) 북측 진원에서의 합성된 지반운동

그림 3.25 아스페리티 1개 모델에서의 아스페리티와 배경영역에서의 지반운동 및

최종 합성된 지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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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아스페리티 1개 모델에서의 진원 위치에 따른 월성부지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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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스페리티 모델           (b) 남측 진원에서의 합성된 지반운동

 (c) 가운데 진원에서의 합성된 지반운동   (d) 북측 진원에서의 합성된 지반운동

그림 3.27 아스페리티 2개 모델에서의 아스페리티와 배경영역에서의 지반운동 및

최종 합성된 지반운동



- 55 -

그림 3.28 아스페리티 2개 모델에서의 진원 위치에 따른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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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스페리티 모델               (b) Vr/Vs=0.7로 합성된 지반운동

    (c) Vr/Vs=0.8로 합성된 지반운동          (d) Vr/Vs=0.9로 합성된 지반운동

그림 3.29 Vr/Vs가 0.7, 0.8, 0.9인 경우의 아스페리티와 배경영역에서의 지반운동

및 최종 합성된 지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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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Vr/Vs 비에 따른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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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높은 지반운동이 합성되는 배치

(a) 낮은 지반운동이 합성되는 배치

그림 3.31 아스페리티 배치를 달리한 경우 아스페리티와 배경영역에서의

지반운동 및 최종 합성된 지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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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아스페리티 배치를 달리한 경우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7.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를 위한 코드개발

본연구에서는 지진재해도분석 프로그램 EQHAZAS를 개발하였다 (KAERI/

TR-3931, 2009). 이 프로그램은 McGuire (1976)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FORTRAN 언어로 이루어진 지진재해도 분해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다.

지진재해도 분해란 지진원을 거리 및 지진규모 별로 나누어 이에 대응하는 재해

도를 각각 계산함으로써, 지진재해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진요소를 결정

하는 것이다.

EQHAZAS는 주프로그램과 여러 개의 부프로그램(subroutine)으로 구성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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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주프로그램에서는 입력문과 출력문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뿐 실제 지진재해

도 계산은 부프로그램에서 수행된다. 부프로그램에서는 입력문에서 읽어오는 여

러 변수를 바탕으로 최대지반가속도에 대한 발생 가능한 재해도를 산출한다. 예

를 들어 면적지진원에 대한 지진재해도는 지진원 내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의 최

대규모와 최소규모, 진원깊이 및 지진활동변수를 고려하여 이 지진원 내에서 발

생 가능한 지진을 추정하고 감쇄식을 통하여 이 지진이 떨어져 있는 부지로 전

파되는 과정에서의 감쇄를 고려한 실제 부지에 미치는 재해도를 계산한다.

산출된 재해도는 입력변수에 의한 모델 자체의 재해도 및 입력된 지진원의 지

진활동변수나 최대규모와 같은 변수에 대한 가중치가 고려된 재해도이다. 모델

자체에 대한 재해도는 입력변수에 대한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은 모델로서 단일

모델에 대한 재해도를 나타내며 이 값은 문서 형식으로 출력된다. 반면 입력변수

의 가중치가 고려된 재해도는 단일 모델 각각에 대해 그의 가중치가 곱해진 값

으로서, 여러 모델에 대한 단일 모델의 재해도를 나타낸다. 입력변수의 가중치가

고려된 재해도를 통하여 큰 가중치를 갖는 입력변수에 대한 재해도가 다른 작은

가중치를 갖는 입력변수로부터 산출될 재해도보다 전체 재해도에 큰 영향을 미

치게 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재해도를 얻을 수 있다.

가중치를 가지는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재해도는 면적지진원이나 선형 지진원과

같은 지진재해도를 산출하는 부프로그램 외에 통계처리를 위한 부프로그램을 거

치게 되며 이 통계처리는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된 지진재해도에 대하여 최대지

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에 따른 가중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바

탕으로 재해도의 분포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를 때의 15%와 50% 및 85% 일 때의

값을 산출한다. 산출된 재해도는 가중치를 가지고 고려된 모든 모델에 대한 평균

과 재해도 범위를 나타낸다.

가. AIMS-PSA Manager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논리수목 (logic tree)으로서 지진원, 지진활동변수,

최대규모, 최소규모, 진원깊이, 감쇄식 등과 같은 요소들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이

논리수목을 통하여 고려된다. 이 방법은 각각의 요소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을 상

대적인 신뢰도를 바탕으로 확률(가중치)을 주고 그 경우의 가지(branch)에 나타

내는 것으로 종점(end-point)이나 말단가지(end-branch)는 불확실한 변수들의 모

든 가능한 조합의 결과가 되며 많은 수의 논리수목 종점이 모든 지진재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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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인 결과로 제시된다. AIMS-PSA Manager에서 논리수목은 CONPAS 논

리수목 Editor를 통하여 kct파일로 구성된다. 각각의 말단가지에 발생 가능한 모

든 사건과 각각의 확률을 입력하고 이를 논리수목 sequence에 대한 텍스트 파일

로 출력한다. 출력된 텍스트 파일에는 일련번호와 확률, 각각의 사건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하지만 CONPAS의 event tree에 대한 editor를 통하여 작성된 논리수목

의 확률값은 Event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류 발생 확률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

여 PSA-Manager 프로그램을 사용한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kct 파일

을 ket 형식의 파일로 전환시켜야 하며 전환 후 PSA-Manager를 통하여 확률값

을 재계산한다. 확률값이 재계산된 ket 파일을 그대로 텍스트 파일로 출력할 경

우, 출력문의 형태가 말단가지의 사건까지 모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kct

파일로의 변환이 필요하며 kct 파일로 변환 후 텍스트 파일로 출력해야 한다.

나. 프로그램 EQHAZAS Manager

프로그램 EQHAZAS Manager는 재해도 프로그램 EQHAZAS를 실행하기 위

해 필요한 입력문을 생성하고 프로그램 실행 후 생성된 출력문을 관리하는 프로

그램으로 CONPAS를 통해 생성된 논리수목에 대한 출력문과 EQHAZAS를 실행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통 정보는 가지고 있는 공통 입력문을 조합하여

EQHAZAS의 입력문을 생성한다. 그 밖에 EQHAZAS Manager를 실행하기 위해

서는 면적지진원의 좌표가 입력된 좌표파일이 필요하다. 이 좌표파일은 논리수목

출력문에 입력된 면적지진원의 식별 번호를 바탕으로 조합파일에 면적지진원의

좌표를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로 제시된 모든 지진원의 좌표가 식별 번호와

함께 입력되어 있다.

논리수목 출력문과 EQHAZAS 공통 입력문, 좌표파일을 바탕으로 EQHAZAS

Manager를 실행하면 재해도 프로그램 EQHAZAS를 실행할 수 있는 조합파일이

생성된다. 생성된 조합파일은 [NEWEQW 실행]을 통해 EQHAZAS를 실행할 수

있다. NEWEQW는 EQHAZAS를 통합프로그램 EQHAZAS Manager의 연동 프

로그램으로 추가하기 위해 수정된 프로그램으로 [NEWEQW 실행]은 EQHAZAS

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NEWEQW 실행] 후 'OUT' 이

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성되고 생성된 폴더에 재해도 산출 결과에 대한 출력문들

이 저장된다. 생성된 출력문은 EQHAZAS의 실행으로 생성된 단일 모델에 대한

문서 출력문과 가중치를 가지고 통계처리 수행된 데이터문이며 [결과 CHART]

를 통해 바로 재해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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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열화성능기반 지진취약도평가

1. 개요

가. 주요연구내용

본 연구는 원전의 사용수명 증가에 따른 열화현상에 의해서 내진성능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의 주요 구조물 및 기기를 대상으로 하여 현실적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1차년도 에는 우리나라

에 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연수가 오래된 미국의 열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하여 주요설비 열화요인 분석 및 열화특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열화설비에 대한

응답평가 예비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국내 원전의 열화현상을 분석하여 주요설비

의 열화손상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2차년도 에는 원전설비의 열화에 따른 현실

적 지진취약도평가를 위하여 원전설비의 재료열화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원전설비

에 대한 기능적 손상특성 평가를 수행하였고, 전기설비의 열화손상특성 및 내진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하였다. 3차년도에는 전기설비 및 동적기기 정착부 파손모

드 및 응답특성의 정량화를 위한 진동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구조물 및 정착부

열화성능의 확률론적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2007년도부터

SMART2008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지진응답분석

및 층응답스펙트럼 산정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 12월부터는 IAEA의 쯔나미

EBP (Extra Budgetary Project)에 참여하여 지진해일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확

률론적 안전성 평가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설비 열화요인 분석 및 열화특성 평가

◦ 열화설비의 응답평가 예비해석

◦ 안전 관련 주요 설비의 열화손상 특성 분석

◦ 원전설비 재료열화모델 개발

◦ 원전 설비의 기능적 손상특성 평가

◦ 전기설비의 열화손상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실험

◦ 전기설비 및 동적기기 정착부 파손모드 및 응답특성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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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물 및 정착부 열화성능의 확률론적 평가모델 개발

◦ SMART 2008 국제공동연구

◦ IAEA 쯔나미 EBP 국제공동연구

나. 추진방법

열화를 고려한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지진취약도 평가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열화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였다. 이

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기간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오래된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미국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BNL)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열화현상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내 원자력발전

소 중에서 가동연수가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수차례

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발생한 열화의 종류와 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도출

하였다. 열화발생에 의한 기기의 지진응답특성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가상의

열화발생에 의한 기기 취약도 변화에 대한 예비평가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 에는

열화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위하여 열화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실제 원자력발

전소의 기기를 대상으로 한 한계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3차년도 에는 열화성능

의 확률론적 평가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열화설비로서 콘크리트 앵커기초를 선택

하여 앵커기초에 한계성능 실험을 수행하여 열화에 따른 앵커기초의 지진시 응

답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SMART2008 및 IAEA EBP 쯔나미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지진응답 해석 및 지진해일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 개발을 수행하였다.

2. 주요설비 열화요인 분석 및 열화특성 평가

가. 열화대상 주요설비 선정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설비를 대상으로 하여 열화에 의한 성능저하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검토를 수행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으며

열화로 인한 성능저하가 원전의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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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 on Aging of NPP RC Structures (NUREG/CR-6424)

- Impact of Structural Aging on Seismic Risk Assessment of RC

Structures in NPPs (NUREG/CR-6425)

- Assessment of Age-Related Degradation of Structures and Passive

Components for U.S. NPPs (NUREG/CR-6679)

- Generic Aging Lessons Learned (GALL) Report (NUREG-1801)

-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10 CFR Part 54)

- Survey of Seismic Fragilities Used in PRA Studies of Nuclear Power

Plants (Park Y.J., et al.)

위 보고서를 검토하여 열화대상 설비로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과

비상디젤발전기, 액체저장탱크(복수저장탱크), 변압기, MCC, 스위치기어, 펌프,

열교환기,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등 능동설비 9가지를 선정하였다.

나. 주요 능동설비의 열화요인 및 특성 분석

(1) 열화요인 분석

과거에 국내외에서 수행된 지진 PSA 결과를 분석하여 지진리스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 격납건물과 주요 능동설비들에 대해 열화를 발생시

키는 요인들을 정리하여 다음 표 3.15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조물 및 설비의 환경조건 및 가동조건, 구성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열화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납건물과 같은 구조물의 경우 환경적인 요

인이 가장 지배적이며 능동설비의 경우 가동조건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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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설비 주요 열화요인

격납건물

∙황산염 및 염화물을 함유하는 지하수

∙부식을 유발하기 쉬운 내부환경 (습기, 등)

∙주기적 열하중 ∙프리스트레싱 텐돈의 높은 인장응력

∙산성비, 유해 화학물질 침투, 염해

∙콘크리트 크리이프 및 건조수축

비상디젤발

전기

∙과도한 전기하중 및 설계변수를 초과하는 전기하중의 순간적인 작용

∙실린더간 하중의 심한 불균형

∙장기 idling ∙급격한 시동과 운전

∙기계진동 ∙열응력

∙펌프, 열교환기의 부식 ∙부적합한 윤활유

∙앵커 주위의 콘크리트 균열

액체저장탱

크

∙용접 및 설치오차에 따른 조립하중

∙노즐의 misalignment, 열팽창으로 인한 배관의 이동 등에 의한 배관하중

∙저장액체와 금속과의 화학반응

변압기
∙주변 및 내부발생 온도 ∙전압 및 전류

∙기계적, 전기적 순환 ∙진동

MCC
∙주변 온도 ∙기계적 순환 ∙진동

∙전압 ∙오염 및 습기

Switchgear

∙주변 온도 ∙전압 ∙회로차단기의 기계적 순환

∙charging mechanism의 기계적 순환

∙racking mechanism의 기계적 순환 ∙오염

펌프

∙토크 하중, 조립하중, 로터 동하중 및 배관하중

∙유체 충격, 공동화 및 유체내압

∙전해질의 이온화 ∙내부유체 및 외부 온도

∙외부습도 ∙윤활유의 특성변화 및 오염

열교환기

∙조립하중 및 배관하중 ∙팽창응력의 상이

∙유체압력 ∙과도한 유속

∙유체와의 화학반응 ∙내부유체 및 외부 온도

∙외부습도

배터리

∙과다충전 및 과소충전 ∙팽창응력의 상이

∙과도한 AC ripple ∙초과 방전

∙취급부주의 ∙부적절한 내진부재 및 지진사건

∙배터리 내부열 및 외부온도 ∙전해액 및 구리의 오염

∙외부 및 내부의 산화 ∙습기

배터리

충전기

∙외부온도 ∙통전가열 (ohmic heating) ∙온도경사도

∙높은 상대습도 ∙과전압 및 저전압 ∙전압 및 유도전류

∙과전류

표 3.15 주요 설비들의 주요 열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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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화특성 분석

표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능동설비들은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기능과 운전환경 및 조건 등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의 열화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열화된 부품들은 수리 및 교체가 용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열화로 인한 장기적인 원전의 안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능동설비의 일례로서 비상디젤발전기의 열화파괴로 인한 빈도를 중요부품에

대해 정리하여 다음 표 3.16에 제시하였다.

부 품 열화파괴 빈도 (%)

Governor 10.2

Fuel oil piping on engine 4.9

Turbocharger 4.2

Starting air valve 3.4

Fuel oil injection pumps 3.2

Starting controls 2.9

Instruments and controls

Sensors

Relays

Control air system

2.7

2.4

2.4

Engine crankcase 2.4

Cooling pumps 2.4

Cooling piping 2.3

Alarms and shutdowns 2.2

Starting motors 2.1

Fuel oil injectors and nozzles 1.9

Others - 83 component categories 50.4

표 3.16 비상디젤발전기의 열화파괴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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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피동설비의 열화요인 분석 및 열화특성 평가

(1) 원전운전시간에 따른 열화발생 추이

1996년도 현재 미국에서 운전 중인 109개 원전의 열화발생 통계자료를 분석하

여 운전시간에 따른 열화발생추이를 그림 3.33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운전시간에 따라 열화발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림 3.33 원전 운전시간에 따른 열화발생 추이

(2) 주요 계통/설비의 열화발생 현황

주요 계통 및 설비에서의 열화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계통별로

구분하여 열화발생 현황을 다음 그림 3.34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원자로냉각계통에서 열화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격납계통, 급수계통 및

ERCSW (essential raw cooling service water) 계통에서 비교적 열화가 자주 발

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계통의 경우는 계통에 따른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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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원전 계통별 열화발생 현황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별로 열화발생 현황을 비교하여 그림 3.35에 정리하였다.

배관은 대단히 긴 설비이며 발전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타

설비에 비하여 열화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증기발생기 및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많은 열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격납설비

와 필터, 콘크리트 및 강재 설비 등에서 비교적 높은 열화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5 원전 설비별 열화발생 현황

(3) 주요 열화 메카니즘

주요 열화 메카니즘별 열화현상을 분석하여 그림 3.36에 도시하였다.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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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부식균열, 부식, 침식, 습기, 유기체, 피로, 화학물질 침투 등이 주요 열화메

커니즘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응력부식균열로 인한 열화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메카니즘별 열화발생 현황

(4) 재료의 주요 열화현상

재료에 따른 주요 열화현상을 분석하여 그림 3.37에 도시하였다. 강재설비에서

는 균열, 재료특성 상실, 파손 및 두께 감소 등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콘크리트

설비에서는 균열이 주된 열화현상으로 나타났다.

                       (a) 강재                            (b) 콘크리트

그림 3.37 재료별 열화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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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비의 주요 열화현상

주요 설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된 열화현상을 계통별, 설비별, 열화현상 및

열화 메카니즘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3.17 및 표 3.18과 같다.

계통 설비 열화현상 열화메카니즘

원자로냉각계통

Core shroud 균열 IGSCC

Core spray piping 균열 N.A.

Core spray sparger 균열 N.A.

Control rod drive
균열 부식

파손 SCC

Head
균열 TGSCC

재료감소 화학물질 침투

제트펌프 집합체 균열 N.A.

배관

재료감소 부식, 화학물질 침투

균열 열, 피로, 진동

두께감소 부적절한 설계, 침식

가압기 균열
PWSCC, TGSCC, IGSCC, 화학물

질 침투

Shroud support 균열 IGSCC, SCC

증기발생기 튜브

균열
IGSCC, IGA/SCC, PWSCC,

ODSCC, SCC, 부식, 피로

재료감소 PWSCC

두께감소 침식

증기발생기 상부쉘 균열 열, 피로

증기발생기 스터드 균열 SCC, 화학물질 침투

증기발생기 균열 부식, 피로, SCC

Thimble tube 두께감소 침식

격납건물

쉘(강재) 재료감소 부식, 화학물질 침투, 습기

쉘(콘크리트)
균열 N.A.

쪼개짐 N.A.

프리스트레싱시스템

파손 HSC

균열 N.A.

재료손실 습기, 부식, 구리스 누출

초기하중 감소 응력이완

Bellows 균열 N.A.

Penetration seal
균열 N.A.

품질저하 마모

라이너
초과변형 N.A.

재료손실 습기

표 3.17 주요 설비별 열화현상 및 열화메카니즘 1



- 71 -

계통 설비 열화현상 열화메카니즘

급수계통
배관

균열 열, 피로, SCC,

파손 침식

두께감소 침식

지지대 재료감소 부식, 습기

Essential Raw

Cooling Service

Water

케이블 파손 화학물질 침투

앵커
파손 부식

풀림 진동

열교환기 오염 유기물

배관 오염 부식, 유기물

필터 막힘 외부물질, 파편

여과망 균열 제품수명

여과기 막힘 외부물질, 파편, 유기물

순환수 계통

취수구조물 균열 부식(매립강재)

배관
막힘 유기물

오염 유기물

스크린

초과변형 하중

막힘 외부물질, 파편

오염 유기물

파손 유기물

잔열제거계통

열교환기 오염 유기물

배관
균열 N.A.

파손 진동

여과기 오염 유기물

지지대

느슨함 하중

균열 진동

파손 진동, 피로

필수용수계통

앵커 품질저하 N.A.

취수구조물 균열 부식(매립강재)

지지대 재료감소 부식, 습기

표 3.18 주요 설비별 열화현상 및 열화메카니즘 2

(주) HSC: Hydrogen Stress Corrosion

IGA/SCC: Intergranular Attack/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ODSCC: Outer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SCC: Stress Corrosion Cracking

TGSCC: Trans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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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설비의 열화 DB 작성

원전의 열화DB 작성을 위하여 원전의 열화현상을 조사하여 보고한 다음의

NUREG 보고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Generic Aging Lessons Learned (GALL) Report (NUREG-1801, Vol. 1 &

2)

- Assessment of Age-Related Degradation of Structures and Passive

Components for U.S. Nuclear Power Plants (NUREG/CR-6679)

단 상기의 보고서는 1985년부터 1997년까지의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후의 열화자료를 추가하여 열화 DB를 보완하기 위하여 Licensing Event

Reports (LERs)를 추가로 분석하여 보완된 열화DB를 도출하였다. 검토에 사용

한 보고서는 LER 1999-2008 및 LER 1985-1997 이다.

NUREG/CR-6679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한 DB를 이미 구축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LER 1999-2008과 LER 1985-1997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1985

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도출된 미국 원전의 열화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DB를 구축하였으며 개발된 DB의 일부분을 그림 3.38에 도시하였다.

그림 3.38 미국원전의 주요설비에 대한 열화 DB

추가적으로 분석한 대상인 LER 1999-2008에서 발생한 열화현상을 그림 3.39에

도시하였다. LER에서는 Piping의 열화현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 열화현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전술한 바와 같이 Piping 시스템은 원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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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므로 열화발생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Exchanger와 RPV에서의 열화현상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빈발하는 열화현상임

을 알 수 있다.

그림 3.39 LER 1998-2008에서의 열화

LER 1999-2008의 결과를 NUREG/CR-6679 및 LER 1985-1997과 비교하여 각

기기별 열화발생 갯수를 정리하여 그림 3.40에 도시하였다. 각 분석 자료별로 다

소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대체적으로 Exchanger, Piping System 그리고 RPV에

서 열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0 기기별 열화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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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열화발생 빈도를 원전별 사용수명에 따른 열화발생빈도로 변환하여 그

림 3.41에 도시하였다. 그림 3.41에서는 원전의 사용기간에 따라 열화가 발생한

원전의 숫자와 전체 열화발생 빈도를 구분하여 그림으로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전의 사용수명 증가에 따라서 열화가 발생하는 원전의 숫자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1에서의 사용수명에 따른 열화발생빈도를 이용하여 LER 1999-2008과

LER 1985-1997의 자료를 통합하여 원전의 사용수명에 따른 열화발생 원전의 숫

자와 전체 열화발생 건수를 그림 3.42에 도시하였으며 각 경우에 대한 추세선을

추가하였다. 그림에서의 열화발생의 추이분석 결과를 보면 열화발생 원전의 숫자

가 증가하는 것 보다 전체 열화발생건수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전의 사용수명 증가에 따라서 열화현상이 발생하는 원전의

숫자도 증가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열화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41 원전의 사용수명에 따른 열화발생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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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사용수명에 따른 열화발생 빈도 추이분석

그림 3.42의 결과를 이용하여 각 원전별 사용기간에 따른 평균 열화발생 건수

를 그림 3.43에 도시하였다. LER 1999-2008과 LER 1985-1997의 기간을 구분하

여 추세선을 추가한 경우와 통합하여 추세선을 추가한 경우를 각각 도시하였다.

그림 3.43에서의 평균 열화발생 건수는 하나의 원전에서 1년에 발생하는 열화의

발생건수를 의미하게 된다. 그림 3.4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수명이 증가하

는 경우 열화의 발생빈도의 기울기가 더 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열화

의 발생은 사용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증

가에 따라서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4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사용기간에 대한 추세에서도 사용기간의 증가에 따라 열화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 기간 구분 (b) 기간 통합

그림 3.43 사용수명에 따른 원전의 평균 열화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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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화설비의 응답평가 예비해석

가. 검토대상 열화설비의 선정

(1) 검토대상 설비의 선정

열화에 따른 원전 구조물 및 설비의 지진취약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

석적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검토대상 설비의 선정을 위하여 이전의 연구개발 결

과와 과거 국내 원전에서 수행한 PSA 분석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대상 설

비를 선정하였다. 검토대상 설비로는 열화가 자주 발생하는 설비로서 지진 PSA

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설비를 고려하여 전기캐비넷과 소외 변압기를 선

정하였다.

전기캐비넷은 내부에 전기 기기를 장착하여 지지 및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설

비로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태의 설비이다. 전기캐비

넷의 거동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기

기기의 파괴양상은 타 구조물과 달리 구조물 전체의 거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판넬의 떨림에 의해서 접지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손상이

주된 파괴모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내에 설치되어 있

는 많은 기기중에서 검토대상으로 DGLSB(Diesel Generator Load Sequencer

Board) 전기캐비넷을 선택하였다.

2007년 작년 7월 16일 일본 니가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이 카시와

자키 가리와 원전을 강타하여 외부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

였다. 외부 변압기는 안전관련 등급에 해당하는 주요기기는 아닐지라도 원자력발

전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옥외 변압기를 포함하고 있는 소원전원은 국내 원전에 대한 확률론적 지진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서 지진유발 CDF 기여도가 타 기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19에 영광 5,6, 울진 3,4 그리고 울진 5,6호기 원전에서의 각

기기별 지진유발 CDF에 대한 기여도를 정리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안전관련 기기,중에서 비상디젤발전기, 소외전원, 복수저장탱크, 배터리 랙 등의

CDF 기여도가 타 기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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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5,6 울진 3,4 울진 5,6

기기 기여도 기기 기여도 기기 기여도

Diesel Generator 29.8%
Condensate Storage

Tank
24.6% Diesel Generator 29.7%

Seismic Induced

LOOP
18.3% Diesel Generator 20.5%

Seismic induced Loss

of CCW/ESW
26.4%

Condensate Storage

Tank
17.7%

Battery Rack

(Structural Failure)
14.5%

Seismic Induced

General Transient
13.1%

Seismic Induced

General Transient
12.8%

Seismic Induced

LOOP
9.6% Seismic Induced LOOP 9.9%

Battery Rack

(Structural Failure)
9.3%

125V DC CC

(Structural Failure)
7.4%

Condensate Storage

Tank
7.7%

Battery Charger 7.2%
Interposing Logic

System (ILS)
6.2% Battery Charger 4.8%

Switch (Generic

Function)
1.4% Aux. Building 5.6%

Battery Rack

(Structural Failure)
4.3%

HVAC 1.3%
4.16KV SWGR, 480V

LC
4.8%

125V DC CC

(Structural Failure)
2.5%

ECW, CCW Surge

Tank, ESW Pump
0.7% 480V LC 3.6%

Switch (Generic

Function)
0.4%

표 3.19 주요 원전 안전관련기기의 CDF 기여도 현황

(2) 선정된 설비의 검토대상 열화의 선정

열화설비의 응답평가 예비해석을 위하여 선정된 전기캐비넷과 소외변압기에

적용 가능한 열화현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내 원전중에 형식별로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현장 답사하여 검토하였던 열화현상을 참고

하였다. 전기캐비넷의 경우 보조건물을 비롯한 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외부에 의한 영향을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전기캐비넷이 설치되어 있

는 바닥 슬래브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전기캐비넷은 바닥

슬래브에 앵커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있으므로 앵커의 정착력 여부가 전기캐비넷

의 지진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외 변압기에 대한 육안 점검결과 옥외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주변 균열 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발생 가능한 기능적 열화현상들은 변압기 전체의 지

진응답 거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전기캐비넷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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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를 고정하고 있는 앵커볼트의 건전성 여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NUREG 보고서에 의하면 기기와 시스템의 정착

부가 지진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열화가 발

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검토대상 기기로 선정된 전기캐비넷과 소외 변압기를

대상으로 하여 정착부 앵커볼트의 건전성이 기기의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열화설비의 해석 모델링 구축

(1) 앵커의 정착력 산정

원자력발전소에 구조물과 기기들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앵커볼트 시스

템은 모두 고장력 볼트를 이용하여 볼트와 이음부재를 조여서 부재 간에 발생하

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마찰접합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마찰접합의

경우 접합부에서 전달되는 응력은 볼트측과 직각을 이루게 되므로 마찰면의 마

찰력에 의해서 접합강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충분한 마찰력이 발생되도록 체결하

는 것이 기기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관건이 된다.

앵커볼트의 축력은 이론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기기의 앵커볼트를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토크를 구하여 각 앵커볼트별로 규정되어 있는 토크계수와 앵커볼트의

단면적으로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어 가

동하고 있는 기기의 앵커를 풀어서 토크력을 산정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앵커의 크기에 따라서 KS 규격(KS B 1010)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할 수 있는 체결축력을 구하여 그것을 각 기기의 앵커볼트의 축력으

로 가정하였다. 설계축력은 사용한 앵커볼트의 단면적과 강재의 항복강도를 이용

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체결축력은 설계축력보다 10%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정된 체결축력은 실제 측정에 의해서 산정된 값이 아

니고 안전율을 고려한 설계축력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체결축력보다

과소평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체결축력의 과소평가는 이후 앵커 정착된 기기

의 지진응답 평가 시 응답의 과대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더 보수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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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의 수치해석 모델링 구축

해석에 사용한 대상 전기캐비넷은 DGLSB(Diesel Generator Load Sequencer

Board) 전기캐비넷을 선정하였으며, 해석모델의 검증과 결과 비교를 위하여

Rustogi와 Gupta(2004)에 의해서 사용하였던 동일 모델에 대한 수치해석모델을

작성하였다. DGLSB(Diesel Generator Load Sequencer Board) 전기캐비넷은 사

각형 파이프 형태의 프레임 구조에 강철판으로 둘러쌓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림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이 1880mm, 폭 1830mm 그리고 깊이 407mm

크기의 철제 캐비넷 형태로 되어 있다. 바닥면과의 고정은 0.5in(12.7mm) 앵커볼

트 12개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 외부 Box 구조물                  (b) 내부 프레임 구조물

그림 3.44 DGLSB 전기캐비넷의 제원

그림 3.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구조와 동일하게 프레임과 쉘요소를 사용

하여 해석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바닥면이 고정된 경우와 실제 앵커의 위치에 탄

성요소를 설치하여 앵커볼트의 체결력을 고려한 경우의 두 가지로 모델링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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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DGLSB 전기캐비넷의 수치해석 모델링

검토대상 소외변압기로 울진 56호기의 변압기를 선정하였다. 울진 5,6호기 소

외변압기의 형상은 그림 3.46과 같으며, 제원은 표 3.20에 정리하였다. 표 3.2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변압기는 총중량이 186tonf에 이르며 부싱을 포함한 전체 높

이가 8m를 넘는 대형 기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46 울진 56 소외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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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치수

(mm)

가로 6,980

세로 5,075

높이 8,055

중량(tf)

수송중량 145

총중량 186

표 3.20 울진 56 소외변압기 제원

변압기는 전체가 강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진동수 특성을 가지는 구조이므로

1자유도 모델로 구성할 수도 있으나 부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체

제원과 부싱의 위치 및 물성을 고려하여 그림 3.47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3차원

유한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변압기 본체는 모두 강재로 모델링 하였으며 부싱은

자기형 부싱으로서 실제 물성으로 모델링 하였다. 변압기의 도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변압기의 실제 무게중심을 맞추도록 해석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3.47 울진 56 변압기의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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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화에 의한 설비의 지진응답 특성 분석

(1) 전기캐비넷의 지진응답 특성 변화 분석

전기캐비넷의 지진응답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캐비넷이 위치하고 있는

층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산정하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본 연

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전기캐비넷은 DGLSB 전기캐비넷으로서 디젤발전기실은

독립된 별도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거나, 보조건물에 있어도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US NRC의 설계지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지진응답해

석을 수행하였다.

전기캐비넷의 정착부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한 경우와 실제 앵커의 체

결응력을 고려한 경우를 대상으로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앵커의 정착력

감소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앵커의 정착력을 체결축력에서 90%, 80%,

70%,60% 그리고 50% 까지 감소된 경우에 대한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

과를 비교하였다.

고정된 경우 전기캐비넷 해석 모델의 합리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모드해석을 수행하여 Gupta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표 3.21에 정

리하였으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모드의 고유진동수가 Gupta의 해석결

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 문 뒷 패널 내부 프레임

본 연구 8.50Hz 10.20Hz 10.66Hz

Gupta 결과 8.63Hz - 10.80Hz

표 3.21 전기캐비넷의 고유진동수 비교

열화에 의한 전기캐비넷의 지진응답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기캐비넷이 바닥면

에 고정된 경우, 앵커의 정착력을 이용하여 체결축력으로 고정된 경우 그리고 열

화에 의하여 앵커의 정착력이 감소하여 체결축력보다 감소한 경우를 고려하여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앵커의 정착력이 감소한 경우는 체결축력의 90%, 80%,

70%, 60%, 50%로 감소된 경우를 고려하여 지진응답분석을 수행하였다.

전기캐비넷 내부프레임에서의 지진응답을 고정된 경우와 앵커를 고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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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최대가속도 응답을 표 3.22에 정리하였으며, 그림 3.38에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으로 비교하였다. 전기캐비넷이 기초에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앵

커볼트에 의해서 체결된 것 만으로 전기캐비넷에서의 지진응답이 30% 이상 차

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앵커의 정착력이 감소하는 경우 캐비넷의 거동

모드가 내부프레임이 움직이는 국소모드에서 전체 캐비넷이 움직이는 전체모드

로 변화하면서 내부프레임에서의 응답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열화현상에

의해서 전기캐비넷 앵커볼트의 정착력이 감소할 경우 내부 프레임에서의 나타나

는 지진응답의 변화는 전기캐비넷에 부착되어 있는 기기의 응답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고정 앵커
정착력 손실

90% 80% 70% 60% 50%

최대가속도 응답(g) 0.311 0.398 0.408 0.395 0.425 0.414 0.448

표 3.22 전기캐비넷의 앵커 정착력 변화에 따른 내부에서의 최대가속도 응답

0

0.5

1

1.5

2

2.5

0.1 1 10 100

Frequency (Hz)

Sp
ce

tra
l A

cc
el

er
at

io
n 

(g
)

input
anchor
anchor_70%
anchor_50%

그림 3.48 앵커볼트 정착력 변화에 따른 전기캐비넷의 지진응답 변화

(2) 소외 변압기의 지진응답 특성 변화 분석

소외변압기의 지진응답 특성 분석을 위하여 입력지진으로 US NRC Reg.

Guide 1.60의 설계 지진을 이용하였으며, 전기캐비넷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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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가 고정된 것으로 모델링 한 경우와 각 위치에 앵커볼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체결축력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앵커볼트가 열화로 인하여 체결

력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부싱과 변압기의 연결부 및 부싱 상단에서의 최대가속도 응답을 표 3.23에 정

리하였다. 앵커의 정착력을 설계 체결력을 이용하여 모델링 한 경우에는 체결력

의 감소에 따라서 변압기의 주요부위에서 지진응답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지진응답의 변화는 실제적으로 변압기의 지진안전성을 평가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변압기를 대상으로 하여 앵커볼트의 정착력 감소

에 따른 취약도 평가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구분 고정 앵커
정착력 손실

90% 80% 70% 60% 50%

최대가속도

응답(g)

부싱상단 0.405 0.430 0.425 0.448 0.474 0.481 0.473

부싱연결부 0.351 0.370 0.361 0.379 0.393 0.391 0.412

표 3.23 소외변압기에서 앵커 정착력 변화에 따른 내부에서의 최대가속도 응답

라. 열화에 의한 소외 변압기의 지진취약도 분석

앵커볼트의 정착력 감소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소외 변압기의 지진취약도 분석

을 수행하였다. 파괴모드는 일본 원자력학회에서 발간한 “원자력발전소의 지진에

의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기준”에서 변압기의 파괴모드로 제시하고 있는 부싱의

파괴에 의한 절연유 유출로 선정하였으며, 이때의 파괴기준은 변압기와 부싱의

연결부에서 응답가속도가 0.6g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분석하였다. 불확실

성계수는 국내 원전의 지진안전성평가 보고서에서 변압기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

는 계수인    ,   을 사용하였다.

앵커의 정착력 손상에 따른 취약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소외변압기가 고

정된 것으로 고려한 경우와 앵커의 정착력이 50% 상실 된 경우의 취약도 곡선

을 그림 3.49제시하였으며, 정착력의 변화에 따른 HCLPF의 변화를 표 3.24에 정

리하였다. 그림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앵커의 정착력 손실로 인해 HCLPF값

이 최대 20% 까지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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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9 앵커의 정착력 손실에 따른 소외 변압기의 취약도 변화

  

구분 fix anchor 90% 80% 70% 60% 50%

HCLPF(g) 0.171 0.162 0.166 0.158 0.153 0.153 0.146

표 3.24 앵커의 정착력 손실에 따른 소외 변압기의 HCL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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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전 구조물의 초기비선형에 의한 층응답분석

(1) 원전구조물의 지진내력 분석

원전구조물의 지진내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간된 원전의 확률론적 안

전성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전 구조물에 대하여 격납건물과 보조건물

의 지진내력을 표 3.25에 정리하였다. 지진취약도 평가 결과인 각 구조물의 지진

내력의 중앙값과 불확실성 계수  ,  그리고 구조물의 실제적인 지진내력을

나타내는 고신뢰도 저파손확률값(HCLPF) 및 각 경우에서의 파괴모드도 같이 정

리하였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격납건물의 지진내력은 0.53g～1.41g의 분포

를 보이고 있으며 파괴모드는 외벽의 전단파손이나 차폐벽 손상등인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보조건물의 지진내력은 0.5g～0.67g의 분포를 보이며 파괴모드는

동일하게 구조물의 전단파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격납건물과 보조건물 모두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유사한 형태의 파괴모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호기 구조물 중앙값     HCLPF 파괴모드

고리3,4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3.0g 0.36 0.39 0.87g 1차 차폐벽 손상

보조건물 1.73g 0.38 0.37 0.50g 전단벽 손상

영광1,2
격납건물 내부구조물 3.0g 0.36 0.39 0.87g 1차 차폐벽 손상

보조건물 1.73g 0.38 0.37 0.50g 전단벽 손상

영광3,4
격납건물 4.0g 0.31 0.46 1.14g 외벽의 전단파손

보조건물 1.84g 0.37 0.38 0.53g 벽체전단파손

영광5,6
격납건물 3.80g 0.32 0.33 1.30g 외벽의 전단파손

보조건물 3.12g 0.37 0.33 1.07g 벽체전단파손

울진3,4
격납건물 3.8g 0.32 0.33 1.30g 외벽의 전단파손

보조건물 1.80g 0.38 0.32 0.57g 전단벽 손상

울진5,6
격납건물 3.8g 0.26 0.35 1.41g 외벽의 전단파손

보조건물 2.0g 0.32 0.37 0.62g 전단벽 손상

월성

2,3,4

격납건물
1.83g 0.30 0.45 0.53g 전단벽 파손

1.94g 0.30 0.44 0.57g Base Slab 파손

서비스건물 2.73g 0.42 0.39 0.72g

Failure at the weld

of gusset plate of

main support

표 3.25 원전구조물의 지진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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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납건물의 3차원 해석모델 구축

KSNP (Korean Standard Nuclear Plant) 격납건물 중 울진 5,6호기를 대상으

로 하여 수치해석에 의한 층응답분석을 위하여 그림 3.50과 같이 수치해석 모델

을 작성하였다. 3차원 모델링은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20도 간격으로 설

치된 부벽과 작업구인 개구부 등에 대한 모델링도 별도로 하였다. 3차원 모델과

의 비교 검증을 위해 단순 모델인 집중 질량을 갖는 2차원 Stick 모델을 추가적

으로 이용하였다.

(a) Stick Model                           (b) 3D Model

그림 3.50 격납건물 유한요소 모델링

(3) 격납건물의 3차원 해석에 의한 층응답 분석

재료특성 등 모델링의 기본적인 검증과 거동형상을 살펴보기 위해 고유치 해

석에 따른 결과 중 Stick Model과 3D Model에서 초기 대표모드로 나타나는 몇

개의 모드형상을 그림 3.51 및 3.52에 나타내어 두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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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기상태 (b) Freq.=4.56Hz (c) Freq.=13.1Hz (d) Freq.=23.5Hz

그림 3.51 Stick Model 초기 대표모드 형상

(a) 초기상태 (b) Freq.=4.64Hz (c) Freq.=13.0Hz (d) Freq.=22.3Hz

그림 3.52 3D Model 초기 대표모드 형상

지진하중에 따른 격납건물의 층응답 분석을 위해 US NRC Reg. Guide 1.60 설

계지진을, 직교하는 3방향으로 동시에 작용시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격납건

물 돔 최상부와 내부기기가 놓인 층에서의 응답을 살펴보기 위해 4개의 서로 다

른 높이에서의 최대 가속도 응답을 2D Stick 모델과 3D 모델에 대해 비교하여

표 3.26에 정리하였다. 또한 각 위치에서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을 해석모델에

따라서 비교하여 그림 3.53에 도시하였다. 그림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차원

모델에 의한 응답이 2차원 모델에 의한 응답보다 다소 크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탁월 진동수 부근에서는 모델링 방법에 의한 응답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진동수 범위의 기기가 존재할 경우 큰 영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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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L.100ft EL.122ft EL.142ft 최상부

2D Stick 0.241 0.301 0.347 0.842

3D 0.246 0.316 0.366 0.894

표 3.26 설계지진에 따른 위치별 최대 가속도 응답 (단위: g)

            (a) EL.100ft                            (b) EL.122ft

           (c) EL.142ft                            (d) 최상부

그림 3.53 해석방법에 따른 격납건물 각 위치별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

4. 안전 관련 주요 설비의 열화손상 특성 분석

가. 주요 안전설비 선정

조사대상 원전으로는 국내에서 운영기간이 가장 길고 노후화된 원전으로 경수

로형 고리 1호기와 중수로형 월성 1호기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안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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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정지지진 발생 중 또는 발생 후 72시간 동안 고온 안전정지가 가능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고리 1호기는 378개, 월

성 1호기는 152개가 선정되었다. 또한, 체계적이고 신뢰성있는 현장 확인조사를

위하여 SCE (Seismic Capability Engineer)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투입되었고,

슈미트 햄머, 토오크 렌치, 균열현미경 등 다양한 비파괴 시험 장비를 동원하여

6차에 걸쳐 현장 확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3.54는 조사대상 주요 안전설비의

경년 열화현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4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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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안전설비의 경년열화 손상특성 분석

현장 확인조사 시, 경년열화 현상으로 기기기초 콘크리트의 균열, 강재부식, 콘

크리트 압축강도, 기기의 앵커 체결력 등에 주안점을 갖고 조사한 결과, 기초 콘

크리트의 균열이 고리 1호기에서는 Sea Water Pump 외 7개소, 월성 1호기에서

는 Motor Starter Circuit Control Panel 외 29개소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콘크

리트의 평균 압축강도는 고리 1호기가 290kgf/㎠, 월성 1호기가 310kgf/㎠ 이상

으로 설계기준 강도와 동등 이상의 충분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기의 앵커 체결력도 SQUG(Seismic Qualification Utility

Group) GIP(Generic Implementation Procedure)에서 제안하는 값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강재의 부식도도 해당 기기의 내진성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발생한 것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5는 국내 원전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발견한 경년열화 현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55 국내 원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발견한 경년열화 현상

다. 경년열화 D/B 시스템 구축

현장 확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주요 안전설비의 경년열화 현상 자료를 효율

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D/B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

축된 EDS (Evaluation of Deteriorated System) DB는 입력 자료의 분류와 그룹

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특히 주요 설비의 기본 정보는 물론 정착부와 기

기간 상호작용 및 사진 등 다양한 특이사항을 입력함으로써, 사용자가 현장을 방

문하지 않아도 설비의 경년 열화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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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용자가 쉽게 DB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발전소, 건물, 기기, 경년열화

현상별 검색기능을 추가하였다. 그림 3.56에서는 EDS DB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

다.

(a) 정착부 화면 (B) 기기간 상호작용 화면

그림 3.56 EDS DB 시스템

라. 지진취약도 평가

노후화된 가동 중 원전을 대상으로 주요 안전설비의 현장 확인조사를 수행한

결과, 지진취약도에 영향을 주는 경년열화는 대부분 기초콘크리트에 발생된 균열

이 기기를 고정하는 앵커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기

의 HCLPF(High Confidence Low Probability of Failure)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균열의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평가는 균열이 많이 발견된 전기판넬을 그 대

상으로 하였으며, 기초 콘크리트의 균열로는 균열이 없는 경우와 Hairline 균열

(균열폭 0～0.25mm), Small 균열(균열폭 0.25～0.51mm)을 고려하였다. 특히,

Hairline 균열과 Small 균열은 균열 발생 가능성 20%와 40%에 대하여 고려하였

다. 그림 3.57에서는 전기판넬의 평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기판넬의 제원 및

특성에 대하여 다음에 정리하였다. 균열이 없는 경우, small 균열이 있는 경우 그

리고 Hairline 균열이 있는 경우에 대한 취약도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에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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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7 전기판넬 평면도

￭ 전기판넬의 특성

◦ 높이 : 96 in

◦ 무게 : 2,400 lb

◦ 콘크리트 압축강도 : 3.7 ksi

◦ 고유진동수 : 8 Hz

◦ PGA : 0.2g

◦ 스펙트럴 가속도 (8Hz, 5%)

- 수평방향 : 0.74g

- 수직방향 : 0.74g

◦ 내진요구력(볼트 1EA)

- 인장(Ps) : 1.96 kips

- 전단(Vs) : 0.63 kips

(1) 균열이 없는 경우

지진취약도 해석결과, 균열이 없는 경우의 HCLPF는 0.27g로 나타났으며, 그림

3.58은 5%, 50%와 95% 신뢰도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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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8 균열이 없는 경우의 지진취약도 곡선

(2) Hairline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Hairline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HCLPF는 20%의 균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0.21g, 40%의 균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0.17g로 나타났다. 이는, 균열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각각 22%와 37%의 HCLPF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59

에서는 Hairline 균열의 5%, 50%와 95% 신뢰도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59 Hairline 균열이 있는 경우의 지진취약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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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mall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Small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HCLPF는 20%의 균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0.19g, 40%의 균열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0.15g로 나타났다. 이는, 균열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각각 30%와 44%의 HCLPF 값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60

에서는 Small 균열의 5%, 50%와 95%신뢰도의 지진취약도 곡선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 3.60 Small 균열이 있는 경우의 지진취약도 곡선

5. 원전설비 재료열화모델 개발

원전설비에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콘크리트와 강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강

재는 Carbon Steel과 Stainless Steel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들이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달리 사용되고 있다. 표 3.27 및 표 3.28은 원전의 주요설비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와 열화요인을 정리한 것으로서, 하나의 설비를 구성하는 강재의 종류

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설비에 사용되는 강재의 종류를 분석한 결

과 Stainless Steel, Carbon Steel 및 Low-Alloy Steel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주요설비에서 이들 재료의 주요 기능 및 적용 부품의 종류를 정리

하면 표 3.29～표 3.32와 같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전의 주요설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Stainless Steel, Carbon Steel 및 Low-Alloy Steel의

열화모델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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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Materials Environments Aging Effects

Exchangers

Alloy 600

Alloy 690

Alloy Steel

Alloy X-750

Aluminum

Brass

Bronze

Carbon Steel

Carbon Steel w/ SS

Cladding

Cast Iron

Chrome-plated Alloy 600

Copper

Copper Alloy

Copper Nickel

Gray Cast Iron

Low Alloy Steel

Nickel-Based Alloy

Stainless Steel

Air (Ext)

Air (Int)

Containment Air(Ext)

Gas (Ext)

Gas (Int)

Lubricating Oil (Int)

Oil (Ext)

Oil (Int)

Plant Indoor Air (Ext)

Raw Water (Ext)

Raw Water (Int)

Steam (Int)

Treated Water (Ext)

Treated Water (Int)

Buildup of deposit

Crack initiation and growth

Cracking

Heat transfer degradation

Loss of material

Loss of material – Erosion

Loss of material – Selective

leaching

Loss of preload

Piping

Systems

Alloy 600

Alloy Steel

Bare Copper

Brass

Brass Alloy

Bronze

Carbon Steel

Cast Iron

Copper Alloy

Copper Nickel

Galvanized Steel

Gray Cast Iron

Low Alloy Steel

PVC

Rubber

Stainless Steel

Air (Int)

Atmosphere/Weather

(Ext)

Concrete (Ext)

Containment Air (ext)

Gas (Int)

Oil (Int)

Plant Indoor Air (Ext)

Primary containment

Air (Ext)

Raw Water (Ext)

Raw Water (Int)

Soil (Ext)

Steam (Ext)

Steam (Int)

Treated Water (Int)

Wet Air/Gas (Int)

Buildup of deposit

Cracking

Heat transfer degradation

Loss of material

Loss of material – Erosion

Loss of material – Fretting

Loss of material – Selective

leaching

Reactor

Pressure

Vessel

(RPV)

Alloy 600

Alloy X-750

Carbon Steel

Cast Austenitic Stainless

Steel

Copper Alloy

Low Alloy Steel

Nickel-Based Alloy

Stainless Steel

Steel Alloys

Containment Air (Ext)

High prity water

Primary Containment

Air (Ext)

Reactor coolant water

Steam (Int)

Treated Water (Ext)

Treated Water (Int)

Changes in dimensions

Crack initiation and growth

Cracking

Cumulative fatigue

Loss of material

Loss of preload

Reduction in fracture

toughness

표 3.27 원전 주요설비의 재료 및 열화인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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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Materials Environments Aging Effects

Tanks

Aluminum

Carbon Steel

Carbon Steel w/ SS

Cladding

Cast Austenitic SS

Epoxy Coated Carbon

Steel

Fiberglass

PVC

Stainless Steel

Air (Int)

Air/Gas (Int)

Atmosphere/Weather

(Ext)

Containment Air (Ext)

Fuel Oil (Int)

Lubricating Oil (Int)

Plant Indoor Air (Ext)

Primary Containment

Air (Ext)

Raw Water (Int)

Soil (Ext)

Treated water (Int)

Wet Air/Gas (Int)

Cracking

Loss of material

Concrete

Concrete

Concrete Block

Grout

Air/Gas

Atmosphere/Weather

(Ext)

Containment Air (Ext)

Plant Indoor Air (Ext)

Raw Water (Ext)

Soil (Ext)

Aggressive chemical attack

Change in material properties

Corrosion of embedded steel

Cracking

Cracking / Loss of

bond/Material

Cracking and expansion

Increase in porosity and

permeability

Leaching of calcium

hydroxide

Loss of material

Loss of strength

Reduction in concrete anchor

capacity

Structural

Steel and

other

Metals

Aluminum

Bronze

Carbon Steel

Cast Iron

Galvanized

Stainless Steel

Air/Gas

Atmosphere/Weather

(Ext)

Containment Air (Ext)

Plant Indoor Air (Ext)

Raw Water (Ext)

Treated Water (Ext)

Cracking

Loss of leak tightness

Loss of material

Loss of mechanical function

표 3.28 원전 주요설비의 재료 및 열화인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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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ntended Function Intended Subcomponent

Low Alloy

Steel

Mechanical Closure (MC) 1. Bolting

Structural Support (SS)

1. Bolting

2. Shroud Support

3. Nozzle support pads

Pressure Boundary (PB)

1. Ductwork

2. Fittings

3. Heat Exchangers

4. Piping

5. Traps

6. Valves

7. Strainers

8. Shroud Supports,

9. Manway cover bolts

10. Closure head domes/flanges

11. Upper shells

12. Primary inlet/outlet nozzles

13. Intermediate Shells

14. Lower shells, 15. Upper shell flanges

16. Closure studs, nuts and washers

Fire Barrier (FB) 1. Fire Dampers

Heat Transfer (HT) 1. Heat Exchangers

Debris Protector (DP) 1. Strainers

Carbon Steel

Fission Product Barrier

(FPB)

1. Containment Isolation Valves

2. Containment Penetrations

3. Blind Flange

4. Piping

5. Reinforced Concrete

6. Steel Bellows

7. Structural Steel

8. Hangers/Supports for ASME Class I Piping

Structural Support (SS)

Anchors/Bolts

Miscellaneous Steel

Reinforced Concrete

Structural Steel

Hangers/Supports for ASME Class I Piping

Cable Trays and Supports

Support skirts and flanges

Refueling seal ledges

Tube bundle wrappers

Wrapper supports

Support skirt integral attachments

Cranes

Retaining walls

EFWP Turbine casing

Battery Racks

Service Water Pump House (SWPH)

Main Condensers

표 3.29 원전에 사용되는 재료의 주요기능과 적용부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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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ntended Function Intended Subcomponent

Carbon Steel

Radiation Shielding (RS)

Miscellaneous Steel

Reinforced Concrete

Structural Steel

Pipe Whip Restraint Miscellaneous Steel

Missile Barrier (MB)
Reinforced Concrete

Structural Steel

Pressure Boundary (PB)

Steel Bellows

Structural Steel

Reactor Coolant Pump

Motor upper bearing oil

Heat Exchanger

Channels and covers

Excess letdown Heat Exchanger tubes

Surge/Spray/Safety/Relief nozzle

Secondary closure covers

Emergency containment cooler headers

Emergency containment cooler housings

Valves Piping/fittings downstream

Valves Piping/fittings upstream

Refueling water storage tanks

Residual exchanger shells and baffles

Residual pump shells, covers, baffles

Emergency containment filter housings

Cleanout plugs

Instrument air system piping/tubing/valves

Diffusers

Heat Transfer (HT)
Structural Steel

Excess letdown Heat Exchanger tubes

Filtration
Debris screen gratings

Flow elements

Stainless

Steel

Mechanical Closure (MC) 1. Bolting

Structural Support (SS)

Bolting

Fuel Supports

Anchors/Bolts

Reinforced Concrete

Structural Steel

Hangers/Supports for ASME Class I Piping

Tube Trays and Covers

Reactor Coolant pump lugs

Tube support plates

Main Condenser

Pressure Boundary (PB)

Ductwork

Fittings

Flexible Connectors

Piping

Strainers

Tubing

표 3.30 원전에 사용되는 재료의 주요기능과 적용부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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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ntended Function Intended Subcomponent

S t a i n l e s s

Steel

Pressure Boundary (PB)

Valves

Penetrations

Steel Bellows

Structural Steel

Orifices Reducers

Primary loop elbows

Excess letdown Heat Exchanger tubes

Regenerative heat exchangers

Surge/Spray nozzle thermal sleeve

Instrument nozzles and Thermowells

Surge/Spray/Safety/Relief nozzle safe ends

Primary nozzle safe ends

Control Rod drive mechanism rod travel houses

Control Rod drive mechanism latch housing

Control Rod drive mechanism housing flange

Instrumentation tube/tube safe ends

Bottom mount Instrumentation guide tubes

Seal table fittings

Primary nozzle safe ends

Reactor coolant pumps

Thermal Barrier heat exchanger tubes

Exchanger nozzles

Primary inlet/outlet lugs

Inlet/outlet safe ends

Containment Spray pumps

Containment tube coil bands and clips

Containment cyclone separators

Valves Piping/Tubing fittings upstream/downstream

Accumulators

Safety injection pumps

Flow elements Orifices

Residual heat removal pumps

Residual exchanger tubes (outside/inside)

Residual exchanger tube sheets

Check valve

Heater Sheaths

NaOH Storage tank

Hydrazine storage tank

Educators

Boric acid makeup tank

Charging pumps

Instrument air system piping/tubing/valves

Fission Product Barrier

(FPB)

Penetrations

Containment Isolation Valves

Containment Penetrations

표 3.31 원전에 사용되는 재료의 주요기능과 적용부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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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ntended Function Intended Subcomponent

Stainless

Steel

Fission Product Barrier

(FPB)

Reinforced Concrete

Steel Bellows

Structural Steel

Debris Protector (DP) 1. Strainers

Heat Transfer (HT)

Excess letdown Heat Exchanger tubes

Regenerative heat exchangers

Thermal Barrier heat exchanger tubes

Exchanger nozzles

Containment tube coil bands and clips

Residual exchanger tubes (outside/inside)

Support Thimble Tubes

Instrumentation tube/tube safe ends

Bottom mount Instrumentation guide tubes

Seal table fittings

Seal tables

Flow Distribution

Lower core plates and fuel pins

Core barrels and flanges

Baffle and former assemblies

Head cooling spray nozzles

Lower support castings

Containment cyclone separators

Flow elements

Core Support

Lower core plates and fuel pins

Core barrels and flanges

Lower support columns

Radial keys and clevis inserts

Baffle and former assemblies

Upper support plates/columns

Head/vessel alignment pins

Guide tubes/pins

Internals hold-down springs

Bottom mounted Instrumentation column

Upper Instrumentation column

Lower support castings

Bolting upper/lower support column

Bolting guide tube

Bolting clevis insert

Bolting baffle/former

Filtration 1. Debris screen banding

Concrete

Structural Support (SS)

Flood Barrier

Radiation Shielding (RS)

Missile Barrier (MB)

Fission Product Barrier

(FPB)

Heat Sink

Reinforced Concrete

Retaining walls

Caissons

Service Water Intake Structures (SWIS)

표 3.32 원전에 사용되는 재료의 주요기능과 적용부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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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열화현상은 콘크리트의 균열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철근의 부식이다. 철근콘크리트의 열화모델로서 Power 모델

(Mori, 2005), Thoft-Christensen 모델 (Thoft-Christensen, 2003), Basheer 모델

(Basheer, et al., 1996), Sarveswaran 모델 (Sarveswaran and Roberts, 1999),

Marsh 모델 (Marsh and Frangopol, 2008) 등 5가지의 모델에 대하여 검토하였

으며, 검토결과 취약도 평가에 가장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Power 모델

(식 (3.21))을 선정하였다.

   for   
 

 for  ≥ 
(3.21)

여기서 X(t)는 시간 t에서의 열화깊이 (μm), TI는 열화가 시작되는 시점, C와 α

는 각각 콘크리트의 배합, 하중 및 사용환경에 따른 변수와 열화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해당 부재에 대한 적절한 실험을 통해서 결정된다.

Carbon Steel과 Low-Alloy Steel은 부식과 피로에 취약한 재료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wer 모델, Henshall 모델 (Henshall, 1996), Fatigue

Crack Growth 모델 (McAllister, and Ellingwood, 2001), Corrosion-Modified

Fatigue Crack Growth 모델 (Navarro, and de los Rios, 1988), Corrosion 모델

(Qin and Cui, 2003) 등 5가지 열화모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콘크리트의 Power

모델식 (3.21)은 강재의 부식을 모델링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변수

C와 α의 값으로 표 3.33에 제시된 값을 사용한다.

Environment
Carbon Steel Weathering Steel

C α C α

Rural

Urban

Marine

34.0

80.2

70.6

0.65

0.59

0.79

33.3

50.7

40.2

0.50

0.57

0.56

표 3.33 Power 모델식의 강재열화 적용 시 변수값 (Albrecht and Naeemi, 1984)

Henshall 모델은 일정온도에서의 금속의 산화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다. 시간

에 따른 산화두께의 증가는 식 (3.22)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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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3.22)

여기서 x는 산화철 Fe3O4의 두께, kp는 상수로서 보수적으로 4.3×10-5 cm2/s를

사용한다. Q는 산화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로서 대략 104 kJ/mol의 값을 사용하며

R은 기체상수로서 8.314472 J·K-1·mol-1이다. T는 절대온도이다.

Fatigue Crack Growth 모델은 고주기 피로(high cycle fatigue)를 예측하는데

적합하며 순간적인 균열성장 da/dN은 식 (3.23)과 (3.24)로 표현된다.



 ∆ (3.23)

∆  ·∆ (3.24)

여기서 K는 응력강도계수, △K는 K의 주기성분, C와 m은 각각 실험상수로서

mild carbon steel의 경우 2.4×10-10과 3을 사용한다. 그리고 Y는 응력증가계수,

△σ는 far-field stress의 범위이다. 주기에 따른 균열의 크기 a(N)는 위의 두 식

을 적분하여 구한다.

Corrosion-Modified Fatigue Crack Growth 모델은 극심한 환경에서 부식과 피

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피로의 발달을 고려하는데 적합하다. 모델식은 식

(3.25)와 (3.26)과 같다.



  (3.25)

 
 



 (3.26)

여기서 f는 이탈된 수(number of dislocation)와 관련된 계수, φ는 균열 끝부분에

서의 소성변위의 척도를 나타내며, n은 소성구역의 크기에 대한 균열 길이의 비,

G는 전단계수, ν는 포아손비이다.

Corrosion 모델은 부식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다. 부식으로 인한 두께의 감소

는 식 (3.27)과 (3.28)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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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7)

m ax 









∞
 
 

  exp
    



∞


→∞ 

  

  

(3.28)

이 식에서 ∞    는 Qin and Cui (2003)이 제시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Stainless Steel의 열화모델로서 Machida 모델 (Machida, et al., 2008),

Time-Dependent Fatigue Damage Model 모델 (Sun, et al., 2008),

Mechanochemical 모델 (Saito, and Kuniya, 2001) 등 3가지 모델에 대해서 검토

하였다.

Machida 모델에서는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ing, SCC)로 인한

균열생성율과 피로로 인한 균열생성율을 각각 식 (3.29)와 (3.30)으로 나타낸다.



   (3.29)



  

∆    (3.30)

식 (3.29)에서 K는 응력강도계수, m은 상수이고, C는 난수발생기로부터 구한

다. 식 (3.30)에서 CF는 계수, tr은 재하시간, △K는 응력강도계수의 범위, 그리고

R은 응력비이다. 일반적으로 피로로 인한 균열 생성율은 응력부식균열로 인한

균열 생성율보다 대단히 작다.

Time-Dependent Fatigue Damage Model 모델은 주기하중 하에서 시간에 따

른 피로손상을 고려한다. 총 피로손상 D는 식 (3.31) ～ (3.34)로 정의된다.

     (3.31)

  


(3.32)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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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는 순수한 피로손상을 나타내며, 는 온도상승 하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손상, 는 시간에 따른 계수와 순수 피로와의 상호손상을 나타낸다. 식 (3.32)

～ (3.34)에서 n은 시간에 따른 피로주기의 수, 는 순수한 피로수명, 은 최대

응력값의 1/2에서 파괴되는 크리이프 시간, α는 순수 피로손상과 시간에 따른 손

상과의 상호작용계수를 나타낸다. 한 주기 내에서 시간변화에 따른 손상을 계산

하는 시간 는 식 (3.35)로 구한다.

  








 






(3.35)

위 식에서 는 한 주기 내의 긴장시간, 와
는 각각 한 주기 내의 하중 재

하시 및 제거 시 strain rate이며 는 strain rate를 고려하기 위한 계수이다. 식

(3.31)에서 총 피로손상 D가 1이 될 경우 피로파괴가 발생한다.

Mechanochemical 모델은 고온의 물에 잠겨있는 Stainless Steel의 응력부식균

열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응력부식균열의 발생률은 식 (3.36)으로 구한

다.




 

 


(3.36)

여기서, 는 속도계수, 는 균열 끝단에서의 stain rate, 은 재료에 따른 상

수, n은 상수이다. Saito and Kuniya(2001)는 이들 변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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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전 설비의 기능적 손상특성 평가

가. 열화설비의 기능적 손상특성 평가

(1) 원전 기기의 분류 방법

Kennedy 등이 원전에 사용되는 주요 기기를 Generic group과 Generic

Subgroup 으로 분류하여 주된 기능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표 3.34에 정리하였고,

각 전기설비의 특징을 본 절에서 정리하였다.

Generic Group Generic Subgroup
Primary
Function

Electric Equipment
Mounts

-Panels
-Racks
-Cabinets

M
M
M

Electrical
Instrument

and Devices

-Transducers including Integral Signal Conditioners
-Computer Systems
-Communication Systems

E
E
E

Electrical Power
Devices

-Switch Gear
-Transformers
-Inverters
-Emergency Diesel Generators
-DC Power Limiters (e.g., Batteries)
-Control Cabinets

E
E
E
E, M
E
E

Valves

-Large Power operated Valves Air or Electric
-Relief Valves
-Check Valves
-Instrumentation Valves

M
M
M
M

Pumps and Drives
-Main Coolant Pumps
-Medium And Large Pumps and Compressors
-Safety Related Pumps

M
M
M

Heat Removal
Systems

-Heat Exchangers
-Emergency Pump Drive Systems
-Large Cooling Fans, Motors and Generators

M
M
E, M

Air Conditioning
Systems

-Air Ducting Devices
-Air Conditioning and Filtering Devices

M
M

System Support
Facilities

-Cable Trays
-Fuel Storage Racks

M
M

Miscellaneous
Components

-Snubbers
-Fuel Rod Assemblies
-Control Rod Drive Mechanism
-Reactor Internal Devices

M
M
M
M

표 3.34 기기와 설비의 분류

E: electrical and electronic, M: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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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ectric Equipment Mounts

(가) 패널 (panel)

패널은 소형의 open 프레임 또는 enclosure로서 버스, 릴레이, 자동 제어자, 메

터 또는 신호 조절 전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 또는 전자 부품을 그룹화한 설

계이다. 패널 및 그 부품의 무게는 통상 수 kg에서 약 100 kg까지이며, 용접 또

는 볼트에 의해 설치된다. 패널의 파괴는 균열, 용접부 파괴, 장착 구멍의 찢어

짐, 너트의 풀림 또는 일반적인 구조 열화 등으로 알려져 있다.

(나) 랙 (rack)

랙은 open 프레임으로서 전기 기기를 지지하고 장착하도록 설계된다. 랙의 부

재는 용접에 의해 고정되고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브레이싱을 하기도 하며, 랙

은 보통 기초에서 매설 보에 용접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된 볼트에

연결된다. 장착된 부품을 제외한 랙은 구조형강 또는 금속으로 통상 제조되며,

일반적 파괴모드는 균열, 용접부 파괴, 장착 구멍의 찢어짐, 너트의 풀림 또는 일

반적인 구조 열화 등이지만 기능이 유지되면 이러한 파괴는 허용할 수 있다.

(다) 캐비넷 (cabinet)

캐비넷은 여닫이문을 가진 enclosure로서 전기 기기를 장착, 지지 및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주 구조재는 구조형강으로서 캐비넷의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됨.

일반적으로 개별 캐비넷을 함께 연결하여 일체화하며, 캐비넷에 장착되는 기기는

보통 기능적 요건에 따라 배열됨. 캐비넷의 무게는 보통 500 kg 이상이나, 캐비

넷의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서 무게의 상하한선을 명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캐

비넷은 기초에서 매설 보에 용접하거나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된 볼트에 연

결됨. 캐비넷은 방사선, 진동 및 열적 열화는 고려되지 않으나 캐비넷의 내용물,

계측기 및 와이어 등은 열화의 위험이 크며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캐비넷의

구조적 파괴모드는 균열, 용접부 파괴, 장착 구멍의 찢어짐, 너트의 풀림 또는 일

반적인 구조 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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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lectrical Instruments and Devices

(가) 변환기 (Transducers including integral signal conditioners)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변환기는 발전소 운전을 제어하고 계측하는 입력

을 제공하며 물리적 변수에 반응하여 이들 변수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

을 한다. 전기 계측기 및 부품에 대한 파괴기준은 보통 최소 운전요건에 근거하

며, 일반적인 파괴는 릴레이 채터링 (relay chattering), 릴레이의 우연한 열림

또는 닫힘, 내부 메커니즘의 진동에 의한 기능상실 등을 들 수 있다.

(나) 컴퓨터 시스템 (computer system)

원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되며 복합체는 조립된 전기캐

비넷과 유사하다. 컴퓨터 시스템의 열화 및 파괴모드는 랙 및 캐비넷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부품은 진동에 매우 민감하며, 동력 차단에 의한 파괴 모

드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다.

(다) 통신 시스템 (communication system)

원전은 주로 비디오 및 오디오의 2 가지 형태의 통신시스템을 사용하여 열화,

파괴모드 등은 변환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Electrical Power System

(가) 스위치기어 (switch gear)

스위치기어는 보통 캐비넷, 패널 또는 랙에 장착되며 이들은 주위의 구조물 또

는 기초에 설치된다. 최근 들어 열화가 스위치기어의 이상 작동을 초래할 수 있

는 변수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1974년 이후 IEEE 323은 열화 메커니즘을 고려하

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괴기준은 일반적으로 기기의 작동성에 좌우되며, 특히 회

로 차단기는 chatter가 없이 설치상태 (연결 또는 차단)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진

중에 적절히 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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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압기 (transformer)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케이스를 기초에 앵커시켜 장착한다. 대형 변압기의 열화

요건은 불확실하지만, 특정 열화 메커니즘은 절연체 수명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압기에 부과되는 파괴기준은 작동성이며, 일반적으로 입력 및 출

력 전압은 절연파괴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허용되는 파괴 수준은 작동성이 유지

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다) 인버터 (inverter)

인버터 시스템은 보통 많은 양의 철을 갖는 전자 부품을 포함하므로 시스템은

무거운 편이며 열화 및 파괴기준 등은 스위치기어와 유사하다.

(라) 비상 디젤발전기 (emergency diesel generator)

원전에서 비상 디젤발전기는 안전관련 계통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장착 스키드

(mounting skid)를 포함한 DG의 무게는 70톤을 초과한다. 스키드는 표준 형강으

로 만들어진 구조이며, 원전의 보조건물에 적절히 장착된다. 디젤발전기의 파괴

기준은 기계적 부품에 대한 허용응력 한계 설정 및 class 1E 전기부품에 대한

기능 기준 설정에 근거하고 있다.

(마) 직류 전원 장치(DC Power Unit)

배터리는 하나 이상의 전지를 전기적으로 연결하여 전력을 생산하며 주요 배

터리 시스템은 보호구역 내의 랙에 설치된다. 배터리에 대한 파괴기준은 축전력

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좌우되며, 배터리는 열화에 특히 민감하다.

(5) 고주파수에 민감한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일반적으로 고주파수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민감한

기기를 고유진동수와 각 파괴모드 그리고 내력의 중앙값을 표 3.35에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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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종류 고유진동수 파괴모드 내력의 중앙값

Generator Control Panel 30 Hz Relay chatter 0.95g

Switch Gear 5-10 hz Relay chatter 2g

Instrument Panel & Rack 5-10 hz Relay chatter 2g

Control Panel & Rack 5-10 hz Relay chatter 2g

Relay Cabinet 5-10 hz Relay chatter 2g

Motor Control Center 5-10 hz Relay chatter 2g

표 3.35 고진동수에 민감한 전기설비

나. 검토대상 열화설비의 선정

원전설비의 기능적 손상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능파괴가 전체 파괴모드를

지배하는 기기 중에서 설비를 선정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표 3.36) 전기설비의 대부분은 기능적 손상과 구조적 손상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많은 경우 기능적 손상이 전체 파괴모드를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검토대상 설비로는 전기캐비넷을 선정하

였다. 내진성능 실험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실험모델을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제작사에 기 보유하고 있는 설비 중

에서 파괴한도 시험이 가능한 설비를 임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최종적으로

내진검증용으로 제작하여 내진검증시험이 완료된 480V MCC (Motor Control

Center) 캐비넷을 제작사로부터 임대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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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명 위치 진동수 파손모드 Am βR βU HCLPF

Main Control Board PAB 144' 20
functional > 3.3 - - S/O

structural > 4.9 - - S/O

Battery Charger PAB 100'-6" 11.5
functional 1.03 0.28 0.28 0.41

structural 1.54 0.33 0.33 0.52

Inverter PAB 100'-6" 13.8
functional 1.37 0.33 0.30 0.49

structural > 2.0 - - S/O

Regulating

Transformer
PAB 100'-6" 9.9

functional 1.30 0.33 0.30 0.46

structural > 1.9 - - S/O

125V DC Motor

Control Center
PAB 100'-6" 8

functional 1.58 0.33 0.29 0.57

structural > 2.3 - - S/O

4.16kV Switchgear PAB 100'-6" 6
functional 1.33 0.33 0.29 0.48

structural 1.99 0.33 0.32 0.68

480V Load Center PAB 100'-6" 5.5
functional 1.50 0.32 0.29 0.54

structural > 2.2 - - S/O

480V Motor Control

Center

PAB 165' 11
functional 1.33 0.33 0.30 0.47

structural 1.99 0.33 0.33 0.67

PAB 125‘ 11
functional > 2.1 - - S/O

structural > 3.1 - - S/O

PAB 100' 6" 11
functional > 2.8 - - S/O

structural > 4.3 - - S/O

PAB 77' 11
functional > 4.1 - - S/O

structural > 6.2 - - S/O

EDG Bldg 100'

6"
11

functional > 4.2 - - S/O

structural > 6.2 - - S/O

480V MCC local

starter

PAB 125' 18
functional > 2.1 - - S/O

structural > 3.2 - - S/O

PAB 100'-6" 18
functional > 2.5 - - S/O

structural > 3.8 - - S/O

PAB 77' 18
functional > 3.7 - - S/O

structural > 5.6 - - S/O

Battery Rack PAB 125' 23
functional 1.46 0.33 0.31 0.51

structural > 2.1 - - S/O

표 3.36 울진 5/6 호기 BOP 기기 지진취약도 분석결과(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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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화에 따른 응답특성의 정량화

480V MCC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중에서 입력지진의 크기가 가장 큰 울진원

전 PAB 165'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하였

다. 열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정착부에서의 정착력 감소를 선택하였으며 용접부의

50%를 제거한 후 응답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캐비넷의 측면에서 계측한 최

대가속도 응답을 열화전과 열화후에 대하여 비교하여 표 3.37 및 그림 3.61과 그

림 3.62에 정리하였다.

표와 그림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정착력의 감소는 캐비넷의 지진응답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목표 지진가속도 2.5g의 경우는 열화

발생으로 캐비넷에서의 지진응답증폭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화전후의

응답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용접부의 50%를 제거하였음에도 정착부의 강성이

여전히 전체 강성에 비하여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

단되며, 또한 열화의 발생이 지진응답을 증가시키므로 구조물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목표가속도(g)

계측위치(mm)

열화전 열화후

0.8g 1.2g 1.6g 2.0g 2.5g 0.8g 1.2g 1.6g 2.0g 2.5g

2640 1.905 2.838 4.226 5.364 7.412 1.846 2.685 3.993 4.79 5.556

1500 1.316 1.996 2.591 3.151 4.713 1.287 1.872 2.719 3.166 3.778

100 0.906 1.473 1.92 2.634 3.17 0.905 1.319 1.892 2.265 3.038

표 3.37 열화에 따른 캐비넷 측면의 최대가속도 변화 (단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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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속도 증폭비

(a) 최대 가속도 응답

그림 3.61 FRS에 의한 열화되지 않은

전기캐비넷의 지진응답

(b) 가속도 증폭비

(a) 가속도 응답

그림 3.62 FRS에 의한 열화된

전기캐비넷의 지진응답

열화에 따른 캐비넷에서의 응답을 비교하기 위하여 최대가속도 2.5g인 경우 캐

비넷 상단에서의 가속도응답스펙트럼을 그림 3.63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의 최대가속도와 스펙트럴응답의 최대가속도에서 큰 차이는 발생

하지 않지만 일부 구간에서의 스펙트럴 응답이 2배 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열화인 용접부위의 손상이 결과적으로는

지진응답에 큰 차이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일부 주파수 영역에서의 응답차이로

인한 내부 기기의 거동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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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열화후

(a) 열화전

그림 3.63 FRS에 의한 전기캐비넷 상단의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동일한 경우 캐비넷 내부에서의 가속도응답(ICRS, In Cabinet Response

Spectrum)은 표 3.38 및 그림 3.64와 그림 3.65에 도시하였다. 캐비넷 내부의 가

속도 응답에서는 열화의 발생에 의하여 지진응답 증폭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 지진최대가속도가 1.2g인 경우 열화 전에는 캐비넷 내부에서의 증폭

비가 위치별로 1.4와 1.8인데 반해 열화 후에는 2.1과 2.7로 각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대지반가속도가 1.6g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생하

며 2.0g 이후는 그 현상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g 이후에 증폭비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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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것은 강지진동을 사용한 진동대 실험이 반복되면서 캐비넷 내부 모듈의

조립상태가 느슨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캐비넷의 경우 정착력의 감소는

캐비넷 자체의 지진응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계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

는 내부 판넬에서의 응답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계전기의 오작동에 더 크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가속도(g)

계측위치(mm)

열화전 열화후

0.8g 1.2g 1.6g 2.0g 2.5g 0.8g 1.2g 1.6g 2.0g 2.5g

1800 1.869 2.743 4.444 4.625 5.356 1.769 3.237 4.624 4.365 4.858
600 1.389 2.11 2.96 3.846 4.158 1.23 2.631 3.192 3.509 4.254
100 0.906 1.473 1.92 2.634 3.17 0.905 1.319 1.892 2.265 3.038

표 3.38 열화에 따른 캐비넷 내부의 최대가속도 변화

(b) 가속도 증폭비

(a) 가속도 응답

그림 3.64 열화되지 않은 캐비넷의

FRS에 의한 ICRS

 

(b) 가속도 증폭비

(a) 가속도 응답

그림 3.65 열화된 캐비넷의 FRS에

의한 I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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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설비의 열화손상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실험

가 열화손상을 고려한 전기설비의 파손모드 분석

(1) 주요전기설비의 파손모드 분석

울진 5,6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여 주요 전기설비에 대한 파손모드를

확률론적 안전성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표 3.39에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전기기기는 구조적인 파괴모드가 아니고 기능적인 파괴모드가 지진시의 손상모

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능적 손상의 대부분은 계전기의 오

동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열화에 따른 파손모드 변화 분석

전기설비의 지진손상모드의 대부분이 전기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계전기의 오

작동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전기설비의 열화가 계전기의 오작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는 현재 수행되고 있지 않다.

나. 전기설비 시험체 설계/제작

(1) 전기설비 시험체 선정

내진성능 평가시험을 위한 전기설비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

로 내진검증용으로 제작된 전기설비를 제작사로부터 임대하는 방법을 취하였으

며, 평가대상 설비로는 480V MCC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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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Structures

Failure

Modes
Possible Effects

Offsite

Power

Generic

Function
Mission Time 내 회복불가능한 소외전원상실(LOOP)

Battery

Charger

Generic

Function

과전류계전기(Overcurrent Relay) 59의 오동작은 해당 계통내

차단기를 개방시키고, 이를 현장캐비넷(Local Panel)에서 리셋시

켜주지 못할 경우, 125V DC 전원의 상실을 유발할 수 있음

Generic

Structure

배터리 충전기가 파손될 경우, 배터리가 방전 또는 이용불가능

하게 되면 125V DC 전원이 상실됨.

Regulating

Transformer

Generic

Function

변환기(Inverter)나 125V DC 전원계통의 계전기 오동작과 함께

Regulating XFMR 관련 계전기가 오동작을 일으키면 120V AC

계통이 상실 될수 있음

4.16kV

SWGR

Generic

Function

4.16kV SWGR와 관련된 계전기, 186이 오동작을 하게 되면, 차

단기가 개방되어, 하부의 모든 AC 전원이 상실될수 있음

Inverter
Generic

Function

Regulating XFMR 관련 계전기의 오동작과 함께 변환기 관련

계전기가 오동작을 일으키게 되면 120V AC 전원계통 상실을

유발함

480V AC

Load Center

Generic

Function

86, 51GN와 같은 계전기가 오동작하게 되면, 480V AC 계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Local Panel에서 운전원이 수동으로 리

셋시켜주지 못하면, 모든 AC 전원상실을 초래할 수 있음

Resistance &

Temperature

Detecter

Generic

Function

RTD의 기능상실은 원자로트립을 유발하나, 발전소의 안전성에

는 영향이 없음

125V DC

Control

System

Generic

Function

125V DC Control Center의 파손은 제어 및 기기작동에 필요한

필수전원을 상실시킬 수 있음.

Control

Room Supply

AHU

Generic

Function

Control Room Supply AHU는 MCR 및 EER 등에 냉각기능을

제공하나, 내부사건 분석시 MCR 및 EER은 냉각이 요구되지 않

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Contorl Room Supply AHU의 기능

실패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

HVAC

Ducting &

Supports

Generic

Function

비상디젤발전기실 및 1차기기냉각해수 펌프하우스의 공기조화계

통 상실로 인한 발전소 정전사고(SBO)를 유발할 수 있음

표 3.39 울진 5,6호기 주요 전기설비의 지진시 손상모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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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80V MCC 제원

실험대상 480V MCC의 형상과 제원은 그림 3.66에 도시하였으며, 주요 제원은

표 3.40에 정리하였다.

(a) 형상 (b) 도면

그림 3.66 진동대 실험대상 480V MCC

Dimension(mm)

Width 1,695

Depth 550

Height 2,650

Weight(kg) Transportation 1,350

표 3.40 480V MCC의 제원

실험대상 480V MCC의 지진시 파손모드는 기능적 파괴의 경우 계전기 오작동

이며 구조적 파괴의 경우 정착부 손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80V MCC에 설

치되어 있는 계전의 종류와 개수를 표 3.41에 정리하였으며 그중 가장 많이 포함

되어 있는 계전기인 50GS의 형상을 그림 3.67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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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y Type Type unit

TH-Ry (Thermal Relay)

HOR1KQ 8

HOR1KQ 15

HOR1KQ 63

HOR3KQ 45

HOR1LQ125

1

1

1

1

1

GROUND Ry

(Ground Fault Relay)

50G

ZR-030-1E

ZR-050-1E

ZR-065-1E

2

2

2

50GS DGF-P11-1E 6

표 3.41 480V MCC의 계전기 목록

 

그림 3.67 480V MCC 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계전기인 50GS

다. 전기설비의 파괴한도 시험 및 평가

(1) 열화를 고려한 실험방법 결정

열화를 고려한 전기설비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하여 가장 좋은 실험방법은 동

일 기기에 대하여 사용수명이 다한 기기와 새로운 기기를 준비하여 동일한 조건

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일한 기기에 대하여 열화된

기기와 신규 기기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규기

기를 대상으로 하여 임의의 열화조건을 추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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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대상 열화현상으로는 정착부의 열화를 선정하였으며 실제 480V MCC에

대한 실험 수행시 진동테이블과의 고정을 위하여 별도의 Jig를 제작하였으며 Jig

와 실험체와의 고정을 위하여 용접을 하였다. 열화된 전기설비에 한 내진성능 평

가를 위하여 용접부를 50% 제거하여 고려하여 열화현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2) 입력지진선정

내진성능평가실험을 위한 입력지진으로 그림 3.68에 제시한 바와 같이 3가지의

지진파를 선정하였다. 세가지의 지진파는 US NRC Reg. Guide 1.60의 설계응답

스펙트럼, 해당부지의 등재해도 스펙트럼 (UHS, Uniform Hazard Spectrum) 그

리고 480V MCC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인 PAB 165'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

(FRS, Floor Response Spectrum)을 만족시키는 인공지진파를 사용하였다. 특히

등재해도 스펙트럼은 원자력발전소 전기설비의 고진동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선택하였다.

(3) 실험수행 계획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진동대 실험은 각 지진파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NRC와

UHS의 경우는 국내 원전의 설계지진 최대가속도 수준인 0.2g에서부터 점차 증

가하여 가진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FRS의 경우는 PAB 165' 위치에서의 층응

답이 약 0.8g 수준이므로 0.8g에서 시작하여 PGA 수준을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최대 가진수준은 PGA 5.0g를 목표로 하였으나 실험

수행시 5.0g가 되기 전에 손상이 발생하여 실제로는 5.0g까지 실험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연직방향에 대한 실험과 단축 1방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지진파별로 실제 수행된 실험내역을 정리하여 표 3.42 ～ 표 3.44에 각각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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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RC 설계스펙트럼

(b) UHS

(c) 울진 PAB165' FRS

그림 3.68 내진성능평가실험을 위한 입력지진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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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Earthquake Motion PGA(g) Remarks

1 Modal Test Frequency Check (x, y, z)

2 NRC 0.2 1-D input (F-B)

3 NRC 0.2 1-D input (vertical)

4 NRC 0.4 1-D input (F-B)

5 NRC 0.4 1-D input (vertical)

6 NRC 0.8 1-D input (F-B)

7 NRC 0.8 1-D input (vertical)

8 NRC 1.2 1-D input (F-B)

9 NRC 1.2 1-D input (Vertical)

표 3.42 NRC 설계지진을 이용한 실험 수행

Test Earthquake Motion PGA(g) Remarks

1 Modal Test   Frequency Check (x, y, z)

2 UHS 0.2 1-D input (F-B)

3 UHS 0.4 1-D input (F-B)

4 UHS 0.8 1-D input (F-B)

5 UHS 0.2 1-D input (vertical)

6 UHS 0.4 1-D input (vertical)

7 UHS 0.8 1-D input (vertical)

8 UHS 1.2 1-D input (F-B)

9 UHS 1.8 1-D input (Vertical)

10 UHS 1.2 1-D input (F-B)

11 UHS 1.8 1-D input (Vertical)

12 Modal Test Frequency Check (x, y, z)

13 UHS 2.4 1-D input (F-B)

14 UHS 3.0 1-D input (Vertical)

15 UHS 2.4 1-D input (F-B)

16 UHS 3.0 1-D input (Vertical)

17 Modal Test Frequency Check (x, y, z)

표 3.43 UHS를 이용한 실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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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Earthquake Motion PGA(g) Remarks

1 Modal Test Frequency Check (x, y, z)

2 FRS of PAB 0.8 1-D input (F-B)

3 UHS 1.2 1-D input (F-B)

4 UHS 1.6 1-D input (F-B)

5 UHS 2.0 1-D input (F-B)

6 UHS 2.5 1-D input (F-B)

7 Modal Test Frequency Check (x, y, z)

표 3.44 FRS를 이용한 실험 수행

(4) 계측 위치 및 방법

계전기의 오작동 분석을 위해서 480V MCC의 내진검증 시험 시 계측한 항목

에 대한 전기신호를 계측하였다. NRC 설계지진의 경우와 UHS 지진을 이용한

가진시험 시 전기신호의 계측을 수행하였다.

480V MCC의 구조적 응답 및 캐비넷에서의 진동증폭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캐비넷 주요부에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가속도를 관측하였다. 캐비넷 전체의 거동

을 살펴보기 위하여 캐비넷의 측면 판넬의 세지점에서 3방향의 가속도를 관측하

였으며 캐비넷 내부의 가속도 증폭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위치에서의 가속도를 관측하였다. 가속도 계측 위치는 그림 3.69에 도시하

였다.

(a) 측면 가속도계측 (b) 내부 가속도 계측

그림 3.69 캐비넷 가속도 계측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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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응답 분석

실험대상 480V MCC에 대한 Random 신호를 이용한 고유진동수 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3.70에 도시하였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비넷

의 종방향 고유진동수는 72Hz이며 횡방향 고유진동수는 12Hz인 것으로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b) 횡방향 (단축)

(a) 종방향 (장축)

그림 3.70 실험대상 캐비넷의 진동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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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설계지진과 UHS 지진을 이용한 내진성능시험시 캐비넷 측면의 가속도를

분석하였다. 입력지진과 측면 각 지점에서 계측한 최대가속도를 각 위치에 입력

지진별로 도시하였다. 또한 입력지진대비 각 위치에서의 증폭비를 도시하였다.

각각은 그림 3.71과 그림 3.72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대상

캐비넷의 고유진동수 범위와 유사한 진동수 범위의 UHS 지진에서는 캐비넷 상

단의 가속도 증폭이 3배 이상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NRC 지진의 경우

동일 지점에서의 가속도 증폭이 2배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캐비넷에서의 지진응답은 캐비넷 외부의 구조적인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것보다도 실제 전기장치가 설치되는 캐비넷 내부 판넬에서의 응답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캐비넷 내부에 실제로 계전기를 비롯한 전기장치들이 설

치되어 있는 위치에서의 ICRS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최대가

속도 응답과 가속도 증폭비를 그림 3.73과 그림 3.74에 도시하였다. 캐비넷 본체

에서 고주파 지진특성의 UHS에서 더 큰 가속도 증폭이 발생하였던 것과는 반대

로 캐비넷 내부에서의 가속도 증폭은 NRC 지진에서 더 크게 발생하였다. 그러

나 UHS 지진의 경우도 캐비넷 본체에서의 가속도 증폭은 약 3배 정도 발생하는

데 반해서 내부에서의 가속도 증폭은 최대 6배까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비넷 외부에서의 지진응답이 크게 증폭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캐비넷 내부의

지진응답 특성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고진동수 특성의 지진이 전기캐비넷과 같은 전기장치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도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물론 고진동수 특성

을 지니는 UHS 지진에서의 지진응답도 크게 증폭되기는 하였으나, NRC지진에

의한 응답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은 구조물에서의 응답만을 대상으로 기존에 생

각하고 있던 가정들과 배치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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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속도 증폭비

(a) 가속도 응답

그림 3.71 480V MCC에 대한 진동대

실험시 가속도 응답 (NRC

설계응답스펙트럼 사용)

(b) 가속도 증폭비

(a) 가속도 응답

그림 3.72 480V MCC에 대한 진동대

실험시 가속도 응답 (UHS

설계응답스펙트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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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속도 증폭비

(a) 가속도 응답

그림 3.73 480V MCC에 대한 진동대

실험시 In-cabinet 가속도 응답 (NRC

설계응답스펙트럼 사용)

(b) 가속도 증폭비

(a) 가속도 응답

그림 3.74 480V MCC에 대한 진동대

실험시 In-cabinet 가속도 응답 (UHS

설계응답스펙트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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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설비의 파괴모드 분석

국내 원전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설비의 파괴모드

는 구조적 손상일 경우 정착부의 손상이며 기능적 손상일 경우 계전기의 오작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실험의 수행시 NRC 설계지진 연직방향 1.2g에

대한 가진실험 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울진원전 PAB 165'의 FRS를 이용한 실

험시 수평방향 2.5g에 대한 가진 시 측면부재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화재에 의한

전기캐비넷의 손상은 그림 3.75에 제시하였으며, 구조적인 손상은 그림 3.76에 도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파괴모드가 주된 파괴모드는 아닐지라도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파괴모드를 발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5 기능적 파괴 (화재)

그림 3.76 구조적 파괴 (균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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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기설비 및 동적기기 정착부 파손모드 및 응답특성 정량화

가. 정착부 파손모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구조물과 기기의 정착을 위해서 사용하는 콘크

리트 앵커기초의 극한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진동대실험을 수행하였다. 원자력 발

전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원전설비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30년 이상의 운영

기간동안 반복적인 환경 및 온도 변화, 그리고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진동 및 충

격 등은 설비를 지지하는 콘크리트를 열화시키고 균열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에 발생한 균열의 형태가 설비를 지지하는 앵커부의 파괴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추후 그에 따른 보강을 진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

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열화된 원전 설비 기초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원전 설비의 질량과 앵커, 그

리고 콘크리트 기초를 모사할 수 있는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의 종류는 크게

열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무균열 시편과 열화 손상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균열 시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균열이 있는 시편은 다시 앵커가 삽

입되어 있는 면을 관통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이하 ‘관통균열’)와 앵커의 인발

로 인한 콘크리트 파괴면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이하 ‘측면 균열’)에 대해 제작하

였다. 실험 모델의 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적 모드 기법을 이용하

였으며, 진동대실험을 수행하여 앵커부 파괴 시 가속도 응답을 통해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나. 실험모델 및 진동대 실험

본 연구에서는 무균열, 관통균열, 측면균열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모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콘크리트 시편의 균열형상이 고려된 예상파괴하중의 검토결과는

표 3.45와 같다. 실제 파괴 하중을 예상하기 위해 강도감소계수는 고려하지 않았

다.

진동대에 거치된 실험 모델의 모양은 그림 3.77과 같으며, 계측시스템은 그림

3.78과 같다. 가속도 진동응답의 측정은 진동대가 작동하기 전부터 시작하여 진

동대가 완전히 멈춘 후 까지 혹은 콘크리트나 앵커부의 파괴가 진행될 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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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응답데이터를 모두 저장하였다. 주파수 응답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 : FRF) 측정은 실험 모델을 Impact Hammer로 타격하여 가진하고 그

에 따른 실험 모델의 가속도 응답을 계측하여 전달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구조물

의 동적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가진 및 응답 데이터 모두 256

Hz로 샘플링 하였으며, 실험 모델의 감쇠율이 매우 적으므로 가진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회 타격에 16초 동안 계측하였다.

시편의 종류 예상파괴하중(강재), MPa 예상파괴하중(콘크리트),MPa

무균열 44.364 33.373

관통균열 44.364 33.373

측면균열 44.364 23.176

표 3.45 시편 설계시 예상파괴하중

그림 3.77 정착부 파손모드 평가를 위한 실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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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정착부 파손모드 평가를 위한 실험모델의 측정 시스템 개요

다. 실험결과 및 분석

주파수 응답함수(FRF) 및 진동대 실험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요약하면 표 3.46

과 같다. 우선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무균열 시편의 점증실험을 실시하였다. 무

균열 시편에서는 볼트의 인장파괴가 발생하였다. 콘크리트 시편을 교체하고 점증

실험시의 최대하중으로 재차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때도 동일한 양상으로 볼트

의 인장파괴가 발생하였다. 예상했던 콘크리트 내부 균열에 의한 영향은 발생하

지 않았다. 관통균열 상태의 실험도 무균열 상태와 같은 순서로 실시하였으며 파

괴의 양상 및 파괴하중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측면균열 시편에 대한

실험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앞의 두 실험과는 달리 측면균열 실험의 경우

콘파괴가 발생하였으며, 파괴하중은 두 실험의 약 70%의 하중에서 콘크리트 파

괴가 발생하였다.

무균열 시편과 측면균열 시편에서 최대가속도 실험의 수행시 앵커기초가 파괴

되었을 때의 가속도 시간이력은 그림 3.79에 도시하였다. 무균열 시편의 경우는

앵커 인장파괴가 발생하였으므로 앵커의 파괴후 실험이 중단되었으며 측면균열

의 경우 콘파괴 발생후 가속도 응답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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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모델
실험조건 하중조건

PGA

(P4,g)

파괴가속도

(P1,g)
파괴모드

1차모드

주파수

무균열

점증실험

4/4 0.49 　 　

11.00
5/4 0.54 　 　

6/4 0.67 　 　

7/4 0.82 1.28 볼트 인장파괴

최대가속도실험 7/4 0.79 1.47 볼트 인장파괴 11.50

관통균열

점증실험

4/4 0.46 　 　

13.63

5/4 0.52 　 　

6/4 0.67 　 　

7/4 0.80 1.42 볼트 인장파괴

최대가속도실험 7/4 0.82 1.39 볼트 인장파괴 10.00

측면균열

점증실험

3/4 0.38 　 　

8.25

4/4 0.46 0.95 콘크리트 콘파괴

최대가속도실험 4/4 0.45 1.06 콘크리트 콘파괴 8.75

표 3.46 주파수 응답함수(FRF) 및 진동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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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최대가속도 실험에 의한 각 지점에서의 가속도 응답

(위에서부터 아래로 Pa, P2, P3, P4)

균열형상 시편종류에 따른 앵커설계 시 파괴강도는 표 3.47에 정리하였다. 앵

커강재의 경우 설계시 고려된 파괴하중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콘크리트의

경우 1.475배 큰 하중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는 설계코드가 취성재료인 콘크리트

의 경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부균열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관통균열인 경우 무균열 상태보다 약간 작은 하중에서 앵커강재에

서 파괴되었으나, 관통균열일 경우 앵커 강재파괴 시 성능이 감소한다고 판단하

기에는 본 실험의 결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관통균열을 제외한 파괴예상면내의 측면균열의 경우에는 균열이 없는 경우보

다 작은 하중에서 콘크리트 파괴가 발생했으므로 내진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진동대 실험을 통해 종합한 결과, 앵커 파괴면을 따라 측면균열

이 발생하였을 때, 약 30%의 성능저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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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균열 관통균열 측면균열

파괴형태 앵커강재파괴 앵커강재파괴 콘크리트파괴

진동대실험(kN) 47.408 44.828 34.186

설계시(kN) 44.364 44.364 23.176

진동대/설계 1.067 1.010 1.475

표 3.47 앵커 설계시 파괴강도와 실험결과의 비교분석

라. 전기설비의 응답특성 정량화

2차년도에 전기캐비넷에 대한 진동대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

치해석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전기캐비넷에 대한 지진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해서 진동대 실험에 사용하였던 NRC Reg. Guide 1.60의 설계응답

스펙트럼과 원전부지의 등재해도스펙트럼(UHS)을 이용한 인공지진파를 작성하

여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스펙트럼별로 30개의 인공지진파를 작성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목표 스펙트럼과 생성한 인공지진파의 스펙트럼 그

리고 인공지진파들의 응답스펙트럼의 평균을 다음 그림 3.80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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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0 전기설비의 지진취약도 평가를 위한 입력지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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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모델의 선형동적해석은 마이다스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캐비닛 내부의

중요한 전기장치들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캐비닛의 질량을 분포하

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캐비닛의 질량을 높이에 따라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

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캐비닛의 밑면은 지면과 용접되어 있으므로, 경계조건을

고정으로 하였다. 반면 캐비닛의 문은 열고 닫을 수 있으므로 힌지와 자유단으로

하였다. 캐비닛의 모델링 시 사용한 요소는 플레이트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재료

는 SS400을 사용하였다.

모드해석결과에 의하면 캐비닛의 고유진동수는 길이방향으로 약 73Hz, 가로방

향으로 약 15Hz로 나타났다. 그림 3.81에 NRC 설계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도시하였으며, 표 3.48에 실험과 해석의 고유진동수를 비교하였다. 동적해

석결과에 의하면 그림 3.81과 같이 최대지반 가속도 2.5g에 해당할 때 캐비닛의

옆면 하단부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모델과 실제모델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1 PGA 2.5g일 경우 응력분포(N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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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진동수 (Hz) 주기 (sec)

실험 해석 실험 해석

X(장축) 74 73.41 0.0135 0.0136

Y(단축) 13 14.86 0.0769 0.0673

표 3.48 전기캐비넷의 실험모델에 대한 모드분석

문과 내부 기기들의 마찰에 의하여 전기캐비넷의 정확한 감쇠비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기의 감쇠비를 5%와 10%로 가정한 결과 응답

스펙트럼이 그림 3.82와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모델의 적정감쇠비를

10%로 가정하였다. 생성된 인공지진에 대하여 지진하중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증

가시키면서 선형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PGA가 2.5g를 초과할 때 최대

허용응력(4500)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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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감쇠비에 따른 층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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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최대지반가속도에 따른 최대 응력 (NRC)

구조물의 지진취약도는 구조물의 손상을 야기하는 지진동의 확률적 성능으로

표현한다. 비초과확률 에서 구조물의 파괴확률  는 아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정규변수의 누적분포함수, 는 입력지진동의 최대지반가

속도,   ·는 정규 누적분포함수의 역변환,  는 최대지반가속도에 따른

메디안 응답값, 은 메디안 성능값, 은 랜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 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수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조건부 파괴확률은 다음 식 (3.37)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ln        (3.37)

취약도해석에 있어서 파괴모드 및 기준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험

에 의하면 캐비닛의 파괴모드는 기능적 파괴모드와 구조적 파괴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비닛의 구조적 파괴모드에 기반하여 극한응력을 파괴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단축방향에 대하여 지반운동을 NRC와 UHS를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6과 같은 취약도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캐비닛의 고유진동수가 높기 때문

에 UHS에 대한 HCLPF가 NRC에 대한 HCLPF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입

력하중에 관계없이 운전정지수준인 0.2g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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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4 입력지진동에 따른 취약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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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조물 및 정착부 열화성능의 확률론적 평가모델 개발

콘크리트 구조물과 앵커볼트 등의 정착부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열화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시작되는 균열이다. 콘크리트의 균열은 그 재료적 특

성상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 양생과정에서 부터 구조물의 수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그 발생원인도 사용재료 및 배합비율, 하중 및 환경조건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은 외부로부터의 화학적 침해를 허

용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와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다.

그림 3.85는 국내 원전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균열 측정 자료를 도시한 것으

로서 가동시간에 따라서 균열의 폭과 깊이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며 식으로 표현하면 식 (3.38), (3.39)와 같다. 일반적으로 균열의 폭이 0.1mm

이상이 되면 외부로부터의 화학적 침해가 촉진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가동 년

수가 5～10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콘크리트의 열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 가동시간(t년)에 따른 균열 폭의 증가 추이:

  × ln  (3.38)

- 가동시간(t년)에 따른 균열 길이의 증가 추이:

  ×   (3.39)

철근의 부식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적 성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켜서 결국

에는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므로 특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식을 야기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염해이다. 염해는 콘크리트 내의 염화

물 이온이 존재함으로 매립된 철근의 부식이 촉진되는 현상으로서 콘크리트 자

체의 특성(공극, 투수계수, 물/시멘트 비 등)뿐만 아니라 온도, 재령, 구속효과, 환

경조건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콘크리트 내의 염화물 이온은

콘크리트의 제조 시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해수, 동결방지제, 제설제 등

과 같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은 모두

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보다도 해수의 영향으로 인한 염해가 지

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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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동기간에 따른 균열 깊이의 변화

(a) 가동기간에 따른 균열 폭의 변화

그림 3.85 재령에 따른 콘크리트 균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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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은 국내 원전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서 측정한 염화물의 양(%, 콘

크리트 중량비)을 도시한 것으로서 가동시간과의 관계는 식 (3.40)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3.40)

그림 3.86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서의 염화물 함유량 (%)

표면부 염화물량

(%, 콘크리트

중량비)

철근부 염화물량

(%, 콘크리트

중량비)

판정 상태

0.03 이하 0.005 이하 양호 -염해 영향 없음

0.03 이하 0.005 - 0.03 보통
-염해에 안전

-지속적 관찰 필요

0.03 이상 0.005 - 0.03 불량
-염해에 안전.

-적절한 염해방지대책 필요

0.03 이상 0.03 이상 위험

-염해 손상 우려

-철근 부식검사 실시

-염분 억제방안 및 유지관리 대책 수립

표 3.49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화물량 판정기준

표 3.49는 국내 원전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안전관련 콘크리트 구조물의 염화

물량 판정기준으로서 표면부와 철근부에서의 염화물량이 모두 0.03% 이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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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철근의 부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가동이후 30년부터는 염해 발생과 철근 부식

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염해로 인한 매립철근의 부식은 식 (3.41)로 표현되는 Fick의 제 2 확산법칙을

적용하여 수식화 할 수 있다 (Clifton, 1993).




 


 
(3.41)

위의 식으로부터 시간 t에서 표면으로부터의 깊이 x에서의 염화물량 C는 식

(3.42)로 유도된다.

  ·

  (3.42)

여기서,

 =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염화물량

 = 평균 염화물 확산계수, cm2/sec

erf() = error function, 

 





 

식 (3.42)에서 깊이 x 대신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를 사용하고, t를 철근의 부

식 시점 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임계염화물량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유도

할 수 있다.

    ·

  (3.43)

이 식에서 평균 염화물 확산계수 는 콘크리트 피복에서의 균열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 식 (3.44)와 식 (3.45)와 같이 물-시멘트비(w/c)와 균열

의 폭()의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 (Wang, et al., 2008: Kwon, et al., 2009).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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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5)

식 (3.43)을 다시 정리하면 식 (3.46)의 철근의 부식 시점 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할 수 있다 (Enright and Frangopol, 1998)

 




 
 

 

(3.46)

철근의 부식이 시작되면 그 부식 속도에 따라서 철근단면의 감소율이 결정된

다. Choe, et al.(2008)은 시간 t에서 철근의 직경을 구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 

 

  
 





  ≤ 

  

(3.47)

여기서,  : 시간 t=0에서의 철근직경

 : 철근의 직경이 0이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     
 





본 연구에서는 염해로 인한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을 예측하는 확률론적 모

델을 제시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확률변수는 표 3.50과 같다. 콘크리트의 피복두

께는 국내원전에서 측정한 자료를 그림 3.92과 같이 통계 처리하여 모델링하였

다. 또한 표 3.50에서의 각각의 확률변수를 그림으로 그림 3.88에 도시하였다.

Variable Unit Mean COV Distribution

 mm 59.5 0.3 Lognormal

 wt % conc 0.03 0.2 Lognormal

w/c % 40 0.15 Lognormal

 mm 35.7 0.15 Lognormal

표 3.50 확률론적 염해모델 도출을 위한 확률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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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7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피복두께 모델

(a) 피복두께 (b) 임계염화물량

(c) 물-시멘트비 (d) 철근직경

그림 3.88 염해모델 도출을 위한 확률변수의 분포

확률론적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3.89

와 같이 콘크리트의 염해를 대수분포로 모델링 하였다. 해석결과 도출된 확산계

수, 철근의 부식 시작 시점 및 단면적 상실 시점의 확률론적 예측 모델은 그림

3.90 ～ 3.9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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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v vs. w/c

(b) Tcorr vs. Cs

(c) Tf vs. Cs

그림 3.89 몬테카를로방법과 대수모델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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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av vs. wcr

(a) Dav vs. w/c

그림 3.90 염해확산계수 예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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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corr vs. Cs

(b) Tcorr vs. wcr

그림 3.91 철근부식시점 예측모델

그림 3.92 철근단면 상실시점 예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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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MART 2008 국제공동연구

가. SMART 2008 국제공동연구 개요

SMART 2008 국제공동연구는 프랑스 CEA 주관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초기 비선형 거동이 안전관련 설비의 내진설계에 입력지진으로 사용되는 층응답

스펙트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

취약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아래 그림 3.93에 진동대

실험용 모델이 설치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상세한 실험 모델 및 진동대 특성

등은 Sandrine 등에 의해 보고된 자료에 정리되어있다(Sandrine 등, 2008). 2008

년도 Phase 1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를 통해 21개국 42개 기관에서

참여한 지진응답 해석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워크숍(workshop)에서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해연도 2009년 Phase 1-b에서는 실제 실험 결과를 제공하고, 각국

참여 기관의 모델링 수정을 거쳐 국제학술지 Journal of Earthquake Engineering

에 특별 주제(special issue)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9년 10월말 해석

결과를 요약하고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한 연구 내용을 제출하였다. 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3층 콘크리트 건물의 확률론적 지진응답 해석을 통한 취약도 곡선

을 도출하고, 최종 워크숍에서 각국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것이다.

 
(a) 사하중 재하 전 (b) 사하중 재하 후

그림 3.93 SMART 2008 국제공동연구 대상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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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재료 비선형 모델링

유한요소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거동을 반영할 수

있는 비선형 구조재료 모델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해석 대상 구조물의 주요

구성재료는 콘크리트와 철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비선

형 거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손상 소성 모델(concrete damaged

plasticity model)을 사용하였으며(SIMULIA, 2008), 철근에 대해서는 이중선형

이력거동 모델을 적용하였다.

비균질 재료인 콘크리트의 재료 비선형 모델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

기 때문에 해석 및 설계시의 편의를 위해 균질 재료로 이상화한 응력-변형률 관

계를 사용하며, 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구체화하는 구성방정식(constitutive law)

은 재료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한요소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의 비선형 해석 시 접근방법으로는 탄성모델(elasticity-based model), 직교이

방성모델(orthotropic model), 소성모델(plasticity-based model), 파괴역학모델

(fracture model)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손상소성모델(Damaged

Plasticity Model)은 콘크리트 균열 모델 중 최근 해의 안정성/수렴성과 정확도

측면에서 기존 모델들에 비하여 향상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검증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연속체(continuum), 소성 기반(plastic-based) 콘크리트의 손상을 묘

사하기 위한 모델로서, 기본적으로 반복하중이나 동적하중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

물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다. 이 모델은 콘크리트의 주요 파괴 현상이 인

장 균열과 압축 파괴(crushing)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콘크리트

의 항복(yielding)면은 각각 인장 및 압축 하중 상에서의 콘크리트 파괴 현상

(mechanism)과 관련된 두 개의 강화(hardening) 변수,  


과  


에 의하여 결정되

는 것으로 본다.  


과  


은 각각 인장 및 압축측 등가 소성 변형률(equivalent

plastic strain)로 정의된다.

이 모델에서는 단축의 인장 및 압축 응답이 콘크리트의 손상 소성(damaged

plasticity) 특성에 의해 그림 자-2와 같은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단축 인장 상태에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거동은 인장 파괴 응력()에 이를

때 까지 선형 탄성(linear elastic)의 관계를 따르며(그림 3.94(a)), 단축 압축 상태

에서의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거동은 초기 항복 응력()에 이를 때 까지 마

찬가지로 선형 탄성의 관계를 따른다(그림 3.9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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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장 영역 (b) 압축 영역

그림 3.94 일축 상태의 콘크리트의 거동

인장 상태에서 콘크리트의 파괴 응력은 미소균열(micro-cracking)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르며, 파괴 응력 이후 미소균열은 연화된(softening) 응력-변형률 관계

를 따라 전개되면서 콘크리트의 국부변형률 증가(strain localization)를 유발하게

된다. 압축 상태에서는 항복 응력() 도달 이후 소성 상태에서 극한 응력( )에

이를 때 까지 응력 강화(hardening)와 변형률 연화(softening) 현상을 겪게 된다.

그림 3.95에 나타나 있듯이, 콘크리트 재료는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변형률 연

화(strain softening) 구간에서 하중이 제거(unloading)될 경우 응답 약화

(weakened) 현상이 발생한다. 즉, 손상(damaged or degraded)된 탄성 강도

(elastic stiffness, )를 따라 거동하게 된다. 탄성 강도의 손상 특성은 두 개의

손상 변수 와 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각각의 변수들은 소성 변형률과 온도

(temperature, ), 현장 변수들(field variables, )의 함수로서 표현된다.

    

  ≤  ≤  (3.48)

    

  ≤  ≤  (3.49)

손상 변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재료

의 경우가 1, 완전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가 0의 값을 가진다. 이제 단축 인장 또

는 압축 상태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그림 3.57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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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3.51)

이제 항복(또는 파괴)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효 인장/압축 결속(effective

tensile/compression cohesion) 응력은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된다.

    


    


 (3.52)

   


   


 (3.52)

한편, 콘크리트의 다축응력 거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항복조건, 항복면 그리

고 흐름법칙(flow rule)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 흐름 포텐

셜(flow potential) 는 Drucker-Prager 쌍곡선 함수(hyperbolic function)를 사용

하여 아래 식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an    tan (3.53)

여기서, 은 편심율(eccentricity)을 나타내는 변수, 즉 함수가 점근선

(asymptote)에 도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이 0에 근접하면 흐름 포텐

셜은 직선을 나타내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는 팽창각(dilation angle)으로서 콘

크리트의 파괴흐름 결정 시 중요한 변수이다. 는 정수압응력(hydrostatic

pressure stress), 는 Mises 등가유효응력(equivalent effective stress)을 각각

나타낸다.

인장과 압축 상태에서 각각 다른 강도(strength)의 전개(evolution)를 설명하기

위한 항복 함수는 Lubliner 등(1989)이 정의하고 Lee와 Fenves(1998)에 의하여

수정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항복면의 전개는 강화 변수  


과  


에 의하여 정의

된다. 항복 함수는 유효응력들을 이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m ax〉 〈m ax〉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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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이며,

m ax는 최대 유효 주응력(maximum principal effective stress), 는 초기

등가이축 압축항복응력(initial equibiaxial compressive yield stress)에 대한 초기

압축항복응력의 비, 는 주어진 초기 항복 상태에서의 인장 메리디안(meridian)

에서의 이차응력불변항(second stress invariant)에 대한 압축 메리디안(meridian)

에서의 이차응력불변항(second stress invariant)의 비를 각각 나타낸다. 이 연구

에서는 각 변수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

- Dilation angle,  = 36.0

- Flow potential eccentricity,  = 0.1

- The ratio of initial equibiaxial compressive yield stress to initial uniaxial

compressive yield stress,  = 1.16

- The ratio of the second stress invariant on the tensile meridian to that

on the compressive meridian at initial yield,  = 0.67

- Viscosity parameter = 0.0

이로부터 얻어지는 전형적인 3축응력 상태의 항복면은 그림 3.96과 같으며, 플

레인 스트레스(plane stress)상의 항복면은 그림 3.97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3.96에서 1사분면 상의 정점은 이축 인장에 의한 항복을 나타내는 점이며, 3사분

면 상의 정점은 이축 압축에 의한 항복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양의 두 절편은

단축 인장 항복 상태를 나타내고, 음의 두 절편은 단축 압축 항복 상태를 나타내

는 위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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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5  값에 따른 3축응력 상태의 항복면 (yield surface)

그림 3.96 Plane stress 상태의 항복면 (yield surface)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를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균열 자체를 유한요소

로 표현하는 방법인 이산균열모델(discrete crack model)과, 균열 후의 거동을 재

료모델 상에서 표현하는 방법인 분산균열모델(smeared crack model)로 나눌 수

있는데, 본연구에서는 균열선단의 국부적인 거동보다는 구조물 전체 거동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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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므로 분산균열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산균열모델은 콘크리트의 인장영역에

서 인장강도 이후의 변형연화영역을 정의함으로써 가시화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널리 사

용되고 있는 모델인 Maekawa 등(2003)에 의해 제안된 모델을 사용하여 인장측

연화영역을 정의하였다(그림 3.97 참조). 해석에 사용된 계수는 c=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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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7 콘크리트 인장증강 효과

압축측 콘크리트의 거동은 콘크리트의 응력이 0.4fc'에 도달할 때까지는 탄성거

동을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후 그림 3.9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압축강도에 도달

할 때까지 나타나는 포물선 형태의 곡선은 몇 개의 직선으로 구분하여 모사할

수 있다. 압축측 연화영역은 스터럽이나 횡방향 보강 철근량에 따른 구속효과를

간접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

철근은 콘크리트와 달리 재료의 특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일축응력 상태에 놓

인 단일 응력-변형률 관계로써 규정할 수 있고, 압축영역과 인장영역에서 동일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갖는 재료로 모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길이방향으로 작용하는 축력에 저항하는 일차원 응력-변형률 관계

로 구성하였으며, 응력변화에 따른 재료성질의 변화는 수치적인 안정성과 계산상

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선형탄성, 선형변형경화 형태를 갖는 탄소성재료로써 모

델링하였다.

분산균열모델에서 콘크리트의 균열은 국부적으로 집중되지 않고, 콘크리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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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적분영역에 고르게 분포된 변형률로 이상화된다. 콘크리트의 균열이 고르게

분포된 변형률로 모사될 경우 변형률 적합조건에 의거하여 해당 영역에서 매입

철근(embedded steel bar)의 변형률 또한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

러나 실제 매설철근의 변형률 분포는 균열부에서 크고, 균열 사이에서는 콘크리

트가 인장증강효과로 인해 어느 정도 응력을 부담하게 되므로 균열부에서의 변

형률 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이와 같은 변형률 분포를 분산균열모델에 적용시키

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Belarbi 등(1994)이 제안한 모델을 사용하여 매입철근의

평균응력-변형률 관계를 정의하여 철근의 항복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을 보다 효

과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림 3.98에서 볼 수 있듯이 항복 시 철근의 평균응력은 균열 면에서 철근의

국부적인 항복응력보다 작아지게 되는데, 이 차이는 철근비와 콘크리트의 인장강

도 및 철근의 항복강도의 함수에 따른 변수로부터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98 철근의 응력-변형률 관계

다. 해석 대상 구조물의 유한요소 모델링 수정

그림 3.93에서 볼 수 있듯이, 해석 대상 구조물은 각 층 슬래브(slab)의 두께에

비하여 상재 사하중의 규모(dimension)와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다. 각 층의 상재

하중 규모와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의 하중 규모는 표 3.51에 나타나 있다. 기존

의 모델링 기법과 같이 상재하중을 슬래브의 표면에 작용하는 집중질량 하중 또

는 분포 하중으로 모델링 할 경우, 상재하중으로 작용하는 강재 질량 블록(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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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block)의 질량중심이 슬래브로부터 떨어져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적

거동을 반영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그림 3.99 참조). 이는 특히 구조물의 고유

주기를 보다 단주기화 하여 평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

재하중으로 작용하는 강재 질량 블록을 사실적으로 모델링하여 질량 블록의 이

차 거동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반영한 유한요소 모델

형상은 그림 3.10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콘크리트 구조물 10.44

1층 상재하중 11.60

2층 상재하중 12.00

3층 상재하중 10.25

표 3.51 전체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각 층 상재하중의 질량 (ton)

그림 3.99 각 슬래브의 상재하중 모델링 개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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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0 해석 대상 구조물의 유한요소 모델

라. 해석결과

표 3.52는 해석 대상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각각 비교한 것으로서, 각 층의

상재하중 질량을 슬래브면 분포하중으로 해석한 기존 결과, 그리고 개선된 결과

를 각각 나타내었다. 표를 통해 보듯이 상재하중을 상세하게 모델링함으로써 1차

모드 고유진동수가 약 8.1Hz에서 6.5Hz로 약 20% 감소하였으며, 실험 결과 얻어

진 6.1Hz에 보다 근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각 모드의 질량참여율(modal

participating mass ratio)도 표 3.37에 정리하였다. 1차 모드의 질량참여율은 약

61%로, 3차 까지의 주요 모드에 90%가까운 질량참여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상 구조물의 응답 해석 결과와 실험 구조물 간의 응답 비교는 최대가속도

0.4g를 가지는 인공지진 가속도 시간이력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응답 평가의 대

상이 된 각 지점의 위치는 그림 3.101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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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Frequency (Hz) Modal participating mass ratios

Conventional Modified
UX(%) UY(%) UZ(%)

MASS SUM MASS SUM MASS SUM

1 8.091 6.472 61.31 61.31 4.91 4.91 0.04 0.04

2 14.451 13.739 10.89 72.19 64.09 69 0.17 0.21

3 28.970 25.216 17.3 89.49 6.04 75.04 0.01 0.22

4 31.424 27.546 0.42 89.91 3.94 78.98 0.55 0.77

5 33.914 29.825 0.01 89.92 0.57 79.55 0.04 0.81

6 35.341 33.258 0.27 90.19 0.26 79.81 17.18 17.99

7 37.697 35.282 2.21 92.4 5.05 84.86 4.95 22.94

8 38.168 37.189 0.17 92.58 2.44 87.3 2.89 25.84

9 40.071 37.903 0.62 93.2 0.29 87.59 0.33 26.16

10 40.629 39.105 0.01 93.2 1.51 89.1 13.09 39.25

표 3.52 대상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및 모드별 질량참여율

그림 3.101 대상 구조물의 응답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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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는 각 응답 측정 위치에서의 최대 변위를 나타낸다. 점선은 각 절점

에서의 실험 결과이며, 실선이 각 절점에서 얻어진 해석 상 최대 응답이다.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 모두 D 점에서 가장 큰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

험 결과와 해석값의 차이는 약 9% 가량이었다. 이외에도 각 위치에서의 변위 응

답은 실험 결과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03은 점 C에서의 수평방향 가속도 응답 시간이력을 나타내며,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였다. C 점에서는 x 방향 응답에 비하여 y 방향 응

답이 약 두 배 가량 큰 가속도 응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최대 응답은 x 방향에

서 약 5.9초, y 방향에서는 약 5.7초 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최대값(peak response)과 응답의 위상(phase) 등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04는 점 C에서의 수평방향 층응답스펙트럼(Floor Response Spectra,

FRS) 함수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x 방향의 경우 최

대값이 나타나는 주파수대가 약 1초 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y 방향의 경우에

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y 방향의 경우 1차 모드보다 13～15초 대의 2차

모드 구간에서 더 큰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을 주목할 만하며, 이 부

분의 영향으로부터 y 방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3.102 각 응답 측정 위치에서의 최대 변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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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y-방향 가속도 시간이력

(a) x-방향 가속도 시간이력

그림 3.103 3층 C점에서의 가속도 응답 시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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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방향 층응답스펙트럼

(b) y-방향 층응답스펙트럼

그림 3.104 3층 C점에서의 층응답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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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AEA 쯔나미 EBP 국제공동연구

가. 국제공동 연구개요

IAEA가 주관하는 Tsunami EBP (Extrabudgetary Project) 원자력발전소에 지

진해일로 인하여 발생이 가능한 피해를 추정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안을 국제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 JNES가 주창하여 수행하

고 있는 연구과제이다. 우리 과제에서는 위 공동연구에 착수회의 때부터 참석하

여 위원회 멤버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지진해일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

법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회원국과 공유하여 회원국은 물론 IAEA와 NRC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쯔나미 EBP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상황을 아래 표 3.53에 정리

하였다.

제목 일시 장소 비고

착수회의 2007. 12. 5-7 일본 JNES

1차 진도회의 2008. 6. 23-27 한국 전력연구원

2차 진도회의 2009. 3. 23-27 터키

지진해일 재해평가기법 교육 2009. 10. 5-15 한국원자력연구원 본 과제에서 주관

지진해일 워크숍 2010. 1. 11-15 인도

최종회의 2010. 3. 15-16 일본 공동연구 종료

표 3.53 IAEA Tsunami EBP 국제공동연구 추진현황

지진해일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

행하고 있는 외부사건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체적

인 외부사건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동일한 절차를 따라서 수행할 수

있으나 지진해일에 대해서는 구제적인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연구에서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방법의 3가지 요소인 취약도 평가, 재해도 평

가 그리고 정량화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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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해일 취약도 평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취약도평가를 위하여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참고

하여 그림 3.105와 같이 절차를 정리하였다.

그림 3.105 지진해일에 의한 취약도 평가절차 제안

(1) 기기 및 구조물 선별

지진해일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와 구조

물을 선별하였다. 주요 구조물과 기기의 선별을 위하여 토목공학자와 시스템공학

자가 팀을 구성하여 울진56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현

장답사 결과와 일본에서 제안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기기

를 옥내와 옥외로 구분하여 검토대상 구조물과 기기를 선별하였다. 선별결과를

다음 표 3.5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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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조물/기기 비 고

옥외

방파제

취수구조물

소외변압기 Main Transformer, Star-up Transformer

소외전원

보조건물

옥내

EDG Fuel system

ESWS Essential Service Water System

CCWS 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표 3.54 지진해일에 대한 검토대상 구조물/설비

(2) 파손모드 분석

선별된 구조물/기기에 대하여 현장답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가능한 파손

모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55에 정리하였다.

Facilities
Failure

Mode
Detail

Response

Parameter

Out-

door

Seawater

intake

system

Functional

failure

Function loss of seawater pump by

inundation
Wave height

Loss of cooling water by drawdown Wave height

Closed intake by sand moving and

fishing net

Structural

Failure

Damage of intake structure by wave

force or debris
Wave force

Offsite

Power

Functional

Failure

Loss of transmission function by

inundation
Wave height

Structural

Failure

Overturning/sliding failure according

to wave force
Wave force

In-

door

Essential

Service

Water

Functional

failure

Loss of core cooling function and

heat removal function by building

inundation

Opening

height of

building

표 3.55 지진해일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손상구조물 및 파손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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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도 평가

(가) 소외변압기 (Offsite Transformer)

지진해일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취약도 평가를 위하여 전체 구조물/설비 중에

서 소외변압기를 선택하여 구조적 손상 및 기능적 손상에 대한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대상 변압기의 상세 도면과 제원은 각각 그림 3.106과 표 3.56에

정리하였다.

그림 3.106 소외변압기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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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Width 5,070mm

Depth 5,075mm

Height 8,200mm

Weight

Core & Coil 1,250kN (125tf)

Tank & Fitting 330kN (33tf)

Insulation Oil 280kN (28tf)

Total weight 1,860kN (186tf)

표 3.56 소외변압기의 제원

소외변압기의 구조적 파괴를 산정하기 위하여 파력을 산정하였다. 파력의 산정

을 위해서 FEMA에서 발간한 “Guidelines for Design of Structures for Vertical

Evacuation from Tsunami"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력에 의한 영향을 정리한 내용

을 적용하였다. 지진해일에 의한 동수압은 식 (3.55)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

며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한 모식도는 그림 3.107과 같다.

  



max (3.55)

여기서,  : 침전물을 고려한 유체의 밀도

 : drag coefficient

 : 구조물의 폭

 : 단위중량당의 momentum flux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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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에 작용하는 동수압 산정

또한 식 (3.55)에서 제시하고 있는 momentum flux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

점의 상세 모델링을 통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FEMA 보고서에서는

간략식을 이용하여 momentum flux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식 (3.56)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max  



 


 (3.56)

여기서,  : 중력가속도

 : 구조물기초의 높이

 : 설계 수위

이다.

변압기의 취약도함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가능한 파괴모드를 전도, 미끄러짐 그

리고 침수에 의한 기능적 손상으로 결정하였다. 변압기가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관계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

m ax
≺ 

 (3.57)

여기서, m ax= 침수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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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변압기의 무게

B = 변압기의 폭

이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변압기에 전도를 일으킬 수 있는 한계동수압(critical

hydrodynamic force)을 결정할 수 있다.

   m ax
  (3.58)

변압기가 동수압에 의해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변압기에 작용하

는 동수압에 의한 힘이 변압기 자중과 마찰 면에서의 마찰 저항력보다 크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을 다음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3.59)

여기서 Fs는 마찰에 의한 저항력이다. 전도와 미끄러짐에 대한 파괴확률은 다음

의 식을 이용하여 하여 산정할 수 있다.

  



 

Ln  Ln   

 (3.60)

여기서,  : 응답의 평균값

 : 내력의 평균값

 : 응답의 불확실성

 : 내력의 불확실성

이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계수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계수로도 표현할 수 있

다.

   (3.61)

변압기의 기능적 파괴를 고려하기 위하여 한계수위를 결정하여 파괴기준으로

선택하여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변압기는 기초 면에서 수심이 1m, 3m, 5m

에 이르면 기능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각각 가정하여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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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적 손상인 전도와 미끄러짐 및 기능적 손상에 대한 취약도 평가를 위해

서는 식(3.60)을 이용하여 조건부 파손확률을 산정할 수 있으나 타당성 있는 불

확실성 계수 의 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에 변압기에 대한

전도와 미끄러짐에 대한 파괴확률 산정시 Hwang와 Huo(1998)의 연구에서 제시

한 값인 0.5와 0.7을 사용하였으며, 기능적 손상의 경우는 손상기준의 산정은 불

확실하지만 손상기준에 따른 불확실성은 오히려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

여 불확실성 계수를 0.3으로 가정하였다. 각 파괴기준에 의한 파괴확률을 산정하

고 최종적으로 변압기 전체에 대한 취약도 곡선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파괴확률

을 독립사건으로 간주하여 그림 3.108과 같은 고장수목(fault tree)을 사용하였다.

Failure of Tranformer

TRANFORMER

OVERTURNING SLIDING FUNCTIONAL

그림 3.108 소외변압기의 전체 파괴확률을 산정하기 위한 고장수목

원자력발전소 소외 변압기에 대한 취약도 평가를 위해 식 (3.60)을 이용하여

파괴확률을 산정하였다. 변압기의 파괴확률을 도출하기 위한 변수는 지진해일에

의한 범람고로서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파괴확률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조적 파괴와 기능적 파괴를 고려한 변압기에 대한 취약도 곡선

을 그림 3.109에 도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능적 손상의 발생 기준을 기초

면 으로부터 1m, 3m, 5m인 경우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구조적인 손상확률이 변압기의 전체 손상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침수에도 동작

이 가능하도록 변압기를 제작한다면 지진해일에 의한 변압기의 손상확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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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ximum critical wave height : 1m

(b) Maximum critical wave height : 3m

(c) Maximum critical wave height : 5m

그림 3.109 파괴기준에 따른 소외 변압기의 파괴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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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수기기냉각해수계통 (Essential Service Water System, ESWS)

ESWS의 파괴는 구조물 자체의 파괴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손상과 구조물의

파괴는 발생하지 않지만 침수 또는 부유물에 의해 취수구가 막힘으로서 발생하

는 기능적 손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진해일에 의한 파력 또는 부유물에 의한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확률은 상대적으

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침수에 의한 기능적 손상확률만을

산정하였다. ESWS에 대한 현장답사결과 해수의 범람 시에도 해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바다 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창문까지 물이

차오르는 경우 창문을 통해서 물이 유입되고 그로인한 펌프실이 침수가 되어 펌

프의 작동이 중지되는 기능적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SWS의 구조 단면도를 그림 3.110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창문의 위치를 표시

하고 있다. 창문의 위치는 해수면으로부터 10.8m이며 따라서 파손기준은 해수면

이 10.8m이 이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수면 상승에 의한 불확실성은 매우 작

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는 0.2로 가정하여 전체 파괴확률

을 산정하였다. 파괴확률의 산정은 소외변압기의 파괴확률을 산정한 식과 동일한

식을 이용하였다. 평가결과는 그림 3.111에 도시하였다.

그림 3.110 ESWS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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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지진해일에 의한 ESWS의 취약도평가 결과

다. 지진해일 재해도 평가

(1) 경험 자료에 의한 지진해일 재현주기 평가방법

지진해일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robabilistic Tsunami Hazard

Assessment, PTHA)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가 단층으로부터의 지진해일

전파해석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경험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지진해일의 재

현주기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많은 자연현상의 누력확률분

포를 예측하는 경우에 Power 법칙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power 법칙의

사용은 암석의 붕괴, 숲속에서의 화재지역, 산사태 지역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양

을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Burroughs and Tebbens, 2001)

Burroughs 와 Tebbens(2001)는 자연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Upper-truncated

Power 법칙이라는 것을 제안하여 적용하였으며, 이후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 처

오름 높이를 예측하기 위하여 Power 법칙을 사용하였으며, 일본의 12지역에 대

한 지진해일 목록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의 재현주기를 도출하기 위한 변수들을

결정하였다.(Burroughs and Tebbens, 2006) Geist와 Parsons(2006)는 확률론적

지진재해도평가 (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ssessment, PSHA)기법을 이용

하여 PTHA 기법을 정립하고 경험자료를 이용한 지진해일의 재현주기 추정방법

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Mexico의 Acapulco 지역에 대하여



- 174 -

적용하여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파고의 재현주기를 구하였다. 29개의 지진해일

1732년부터 1985년까지 29개의 관측된 지진해일 목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Geist와 Parsons(2009)는 이후 PTHA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 동해안의 잠재 지진

해일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누적분포를 갖는 Power 법칙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62)

여기서  은 단위시간동안의 대상의 숫자로서  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

다. 는 비례지수이고 는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상수이다.

Upper-truncated Power 법칙은 누적확률 분포를 가지는 여러 종류의 자연현상

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하여 발견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3.63)

여기서,  는 단위시간동안의 대상의 숫자로서  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

는다.  는 upper-truncated power 법칙이 0이 되는 대상의 크기이다. 는 비례

지수이다.

(2) 지진해일 기록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기록을 이용하여 재현주기

에 따른 최대파고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지진에 대한 정보와 지진해일 발생위치

및 최대파고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1900년도 이후의 기록과 그 이전

의 역사지진에 의한 것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가) 1990년 이후 지진해일 기록

1990년 이후에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총 네 건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였다.

1940년 Kamuimisaki 지진해일은 일본의 북해도 (Hokkaido) 인근의

Kamuimisaki 외해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해저지진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물론 소련 연해주까지 수위상승이 보고되었으며, 소련 연해주에서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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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의 최대파고가 기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묵호에서 1.2m의 최고수위를 기

록하였다. 1964년의 Niigata 지진해일은 일본 Niigata 외해에서 발생한 규모 7.5

의 해저지진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부산과 울산에서는 각각 32cm와 39cm의 수위

상승이 기록되었다. 1983년의 동해 중부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가장

큰 지진해일 기록으로서 동해안 전역에서 큰 수위상승이 관측되었다. 특히 임원

항에서는 4.2m의 파고가 관측되었고 동해시와 임원항에서 3명의 인명피해가 발

생하기도 하였다. 1993년 북해도 남서 지진해일은 규모 7.8로서 동해안에서 발생

한 지진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일본에서는 18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

며 우리나라 동해안과 연해주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각 지진해일에 대한 정보

와 피해상황 그리고 동해안 각 지역에서의 최대파고를 다음 표 3.57에 정리하였

다.(한국수력원자력, 2006)

일시 지진 규모 피해 최대파고

1940. 8. 2.
Kamuimisaki

지진
7.0 국내 피해기록 없음

묵호: 1.2m

나진: 0.5m

1964. 6. 16. Niigata 지진 7.5 국내 피해기록 없음
부산:0.32m

울산:0.39m

1983. 5. 26. 동해중부지진 7.7

사망1, 실종2, 선박

81척

건물, 시설 100여건

속초: 1.56m

묵호: 3.9m

임원: 4.2m

1993. 7. 12
북해도

남서외해지진
7.8

선박 35척

어망, 어구 2000여통

속초: 2.76m

묵호: 2.03m

포항: 0.93m

표 3.57 1990년 이후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나) 역사지진에서의 지진해일 기록

1900년도 이전의 지진해일은 고문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진

해일의 발생여부와 최대파고를 추측할 수밖에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주)(2006)에

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분석하여 조선시대에 발생하였던 지

진중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지진을 정리하였다. 지진해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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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성이 중간 이상 되는 것은 8건 정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본연구에

서는 중복되는 기록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과 동해안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을 제거하여 분석하였다. 조선시대의 지진해일에 대하여 다음의 표 3.58에

정리하였다. 인조 21년인 1643년에는 6월 9일과 6월 21에 각각 지진 및 지진해일

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나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일부 사건의 경우는 바닷물의 들어오고 빠짐 정도를 보폭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파고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시 피해지역 지진해일 기록

1643.6. 21. 울산 바다의 큰 파도가 12보까지 육지에 들락거렸음.

1668. 7. 25 철산

평안도 철산에 바닷물이 크게 넘치고 지진이 일어나

지붕의 기와가 모두 기울어졌으며, 사람이 더러 놀라

서 엎어지기도 하였다.

1681. 6. 24 양양

전국8도에서 모두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강원도에 지진

이 일어나 신흥사 및 계조굴의 거암이 모두 붕괴되었

으며 바닷물이 조수가 밀려가는 모양처럼 평일에 물이

찾던 곳이 100여보 혹은 5,60보 노출되었다.

1702. 11. 28. 강원도 강원도에 해일하여서 표몰한 인가가 많았다.

1741. 7. 19 동해안

강원도의 평해등 아홉 고을에 바닷물이 줄어들어 육지

와 같이 편편해졌다가 얼마 후에 물이 유지로 넘쳐들

어 하루에 번번이 7,8차례나 넘어드니 바닷가의 인가

가 많이 표몰되었고 주즙(舟楫)이 파손되었다.

표 3.58 조선시대의 지진해일 기록

(다) 지진해일 기록의 정리

동해안 지역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파고에 대한 재현주기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도별 동해안의 지진해

일에 의한 최대파고를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의 지진해일의 경우는 최대파고를 산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작은 규모의 지진해일은 조선왕조실록이

나 승정원일기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실지로도 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된다. 역사기록의 지진해일은 최소 1m 정도의 파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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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조선시대의 지진해일기록을 고려한 동해안에서의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파고를 가정하여 표 3.59와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그림 3.

112에 도시하였다. 표본구간은 대상으로 하는 역사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태조1년인 1392년부터이므로 1392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618년으로

하였다.

연도 최대파고

1643 1m

1668 1m

1681 3m

1702 2m

1741 2m

1940 1.2m

1964 0.4m

1983 4.2m

1993 2.7m

표 3.59 동해안의 연도별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파고

그림 3.112 동해안의 지진해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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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험 자료에 의한 지진해일 재해도 평가

지진해일 목록을 이용하여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파고의 재현주기를 산정하였

다. Power law와 지수함수에 의한 추세선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결과는 그림 3.

113에 도시하였다. 그림 3.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수함수로 예측한 경우가

Power 법칙으로 예측한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Power 법칙으로 예측한 경우는 최대파고를 과다하게 크게 평가하게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b) Power 법칙

(a) 지수함수

그림 3.113 지진해일에 의한 최대파고의 누적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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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해일 정량화 평가

지진해일 발생에 의한 사고경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고경위 분석은 지진해일

의 발생에 의하여 수위가 상승할 경우와 수위가 저감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분하

여 수행하였다.

(가) 수위상승에 의한 사고경위 분석

지진해일로 인하여 수위가 상승하는 것을 초기사건으로 하여 분석하는 경우에

발생가능 가고경위를 평가하였다. 평가과정은 수위상승에 의하여 필수기기냉각해

수계통 (Essential Service Water System, ESWS)의 손상 여부, 그에 따른 정상

적인 원자로 정지(Reactor Trip) 발생, 소외전원상실사건(Loss of Offsite Power,

LOOP)의 발생, 2차 냉각(2nd Cooling), 복구 1(Recovery 1) 그리고 복구 2

(Recovery 2)로 구분하였다. ESWS의 손상은 범람에 의한 구조적인 손상 및

Tetra pod, 부유물 그리고 모래 등에 의하여 취수구가 막혀서 발생하는 기능적인

손상을 구분하였다. 2차 냉각은 보조급수계통(Auxiliary Feedwater System,

AFWS)과 복수저장탱크(Condensate Storage Tank, CST)를 이용하여 냉각을 수

행하는 것이다. 복구 1단계는 복수저장탱크(CST)에 저장되어 있는 냉각수의 용

량에 따라서 지진해일 발생이후 24시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견딜 수 있으며

Condenser Hotwell과 Demi Water Tank의 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복구 2단계는

Battery의 용량에 의해서 8시간동안 견딜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소외전원의 복

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시 Condenser Hotwell과 Demi Water Tank의 물을 이

용할 수 있다. 상기의 과정을 사건수목(Event Tree)으로 그림 3.114와 같이 도시

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손상에 이르는 경로를 여섯 가지로 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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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지진해일시 수위상승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사건수목

(나) 수위저감에 따른 사고경위 분석

지진해일 발생 시 수위저감이 초기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수목은 수위

상승의 경우에 비하여 사건수목이 단순하게 평가된다. 수위저감으로 인하여 냉각

수의 유입이 중단되면 Reactor Trip이 발생하고 이후 2차 냉각과 복수단계로 이

어지기 때문이다. 2차 냉각이 실패하거나 복수저장탱크의 용량인 24시간 이내에

복구가 되지 못하면 노심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수위저감에 따른 사건수목은 그

림 3.115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위저감의 경우 노심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경위는 두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3.115 지진해일시 수위저감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의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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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진리스크 정량화

1. 개요

국내 OPR-1000 원전의 기존 지진 PSA 분석 수행시 초기사건을 유발할 수 있

는 많은 주요 계통 및 기기 들이 취약도 평가에서 선별제거 되었으며 각 기기별

지진으로 인한 고장 확률이 배제되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원전에 대한 지진 PSA

에서 선별 제거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2차측 주요 기기 선별 제외

- 1차 냉각재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배관 및 기기 선별 제거

- 주요 안전기기의 지진으로 인한 손상확률 배제

따라서 지진 발생시 각종 기기나 계통의 파손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 평가가

불가능하며 각 기기나 계통이 지진 PSA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시 국내 OPR-1000형 원전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초기사건을 확인하고 각 사고 완화기기의 지진으로

인한 파손확률이 포함된 지진 PSA 평가용 시범모델을 개발하고 정량화를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원전 기존 지진리스크 평가모델 및 평가결과 분석

○ 지진리스크 기여설비 선정 및 설비별 중요도 및 기여도평가

○ 열화설비의 CDF 영향 민감도 평가

○ 열화를 고려한 지진 PSA 모델 개발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본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AIMS 소프트웨어를 기

반으로 정량화모델을 작성하며, 일본 전문가를 방문하여 국내 정량화모델과 일본

정량화 모델의 비교 및 국내 정량화모델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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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원전 지진리스크 평가모델 및 평가결과 분석

가. 국내 원전 지진리스크 평가결과 분석

국내 표준원전 지진 PSA 분석 시 수행된 기기취약도 분석 수행 특징은 다음

과 같다.

- 초기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주요 계통 및 기기 들이 취약도 분석시에

선별제거 되었음.

- 초기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2차측 주요 기기들은 기기취약도 분석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음.

- 1차 냉각재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크기의 배관이나 주요 밸브들은 일

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두 선별제거 되었음.

- 지진 발생시 각종 기기나 계통의 파손으로 인한 노심손상 빈도 평가가 불가

능하며 각 기기나 계통이 지진 PSA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없음.

국내 표준 원전 지진 PSA에서의 초기사건 평가를 위한 계층수목을 그림 3.116

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의 원전 지진 PSA에서는 제한적인

기기 취약도 자료를 이용하여 5개의 초기사건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진발생시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으로부터 노심손상 빈도를 평

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최근 일본 JNES(Japan Nuclear Energy

Safety Organization)에서 발행된 보고서(Seismic PSA Implementation

Standards)를 살펴보면 일본 원전에서의 지진 PSA 수행 시 초기사건 분석용 계

층 수목은 그림 3.117과 같다.

일반과도사건지진

필수전원상실

소외전원상실

소형 LOCA

기기냉각상실

2차 열제거 상실

필수전원상실 2차측 열제거 상실 기기/필수 냉각상실 소형냉각재 상실 소외전원상실

그림 3.116 국내 표준원전 지진으로 인한 초기사건 분석용 계층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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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일본 원전 초기사건 분석용 계층수목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지진 PSA 수행 시 기기취약도 분석은

발전소 내 밸브와 같은 단일 기기들도 포함하여 모든 구조물, 기기, 계통 및 배

관에 대한 상세한 취약도 분석을 통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이용불능으로 인한 지

진 발생 시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초기사건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원전 기존 지진 PSA 분석 시에도 발전소 모든 기기에 대하여 각

기기별로 상세한 취약도를 계산하여 초기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심손

상 빈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원전 지진 PSA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약도

계산에서 상세 분석이 요구되는 기기들은 다음의 표 3.60에 정리하였다.

국내 원전 지진 PSA수행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SEISMIC 코드와 EQESRA

코드가 사용되어 왔으나 동일한 입력에 대하여 두 코드에 의한 결과가 매우 상

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코드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표 3.61에는

EQESRA와 SEISMIC 코드를 이용하여 국내의 대표원전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로직트리, 기기취약도, 지

진재해도 결과를 이용하여 산정할 경우 SEISMIC 코드의 결과가 EQESRA에 비

해 매우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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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기기명 기기종류 기기 사양

RCS

Rx Vessel 압력용기

Pressurizer 압력용기

steam generator 압력용기

HX Heat Exchanger U-tube, vertical

배관 배관

42" 배관

32" 배관

16" 배관

14" 배관

12" 배관

4" 배관

2" 배관

3/4" 배관

RCS Pump Pump vertical 펌프

Shield 벽 Wall 콘크리트 벽

ECCS

RWT Tank 콘크리트 탱크

배관 배관

20" 배관

16" 배관

4" 배관

2" 배관

Pump HPSI Pump Horizontal Centrifugal

LPSI Pump Vertical

CSS Pump Vertical

SIT 압력용기 Tank

HX Heat Exchanger U-tube

valve

Gate
바닥에 장착

공중에 장착

glove
바닥에 장착

공중에 장착

ESW

Pump ESW Pump Vertical

배관 배관
36" 배관

매설 배관

Valve Butterfly Valve

바닥에 장착

공중에 장착

HX Heat Exchanger
U-tube

CCW

Pump CCW Pump Horizontal Centrifugal

Tank Surge Tank Tank

HX Heat Exchanger Straight Tube

Valve Butterfly Valve
바닥에 장착

공중에 장착

배관 CCW배관 매설배관

AFWS

CST Tank Yard Tank

Pump
AF Motor Driven Pump Horizontal Centrifugal

AF Turbine Pump Horizontal Centrifugal

배관 6" 배관

Valve
Glove Valve(Solenoid

Moderating)

바닥에 장착

공중에 장착

valve Gate
바닥에 장착

공중에 장착

표 3.60 국내 원전 기기 취약도 평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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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기기명 기기종류 기기 사양

EPS

Transformer
UAT Yard Transformer

SAT Yard Transformer

Transformer

High voltage SWGR Room Cabinet

Midium Voltage SWGR Room Cabinet

Low Voltage SWGR Room Cabinet

BUS

High Voltage SWGR Room Cabinet

Midium Voltage SWGR Room Cabinet

Low Voltage SWGR Room Cabinet

Inverter SWGR Room Cabinet

Circuit Breaker SWGR Room Cabinet

Diesel Generator

본체 본체

연료계통

Day Tank

Fuel Tank

연료이송 배관

압축기 압축기

시동계통 Air Tank

I&C Control board

IA

Compressor 압축기

Air Receiver Tank Tank

Air Dryer Tank Tank

배관 5" 압력 배관

Valve

Gate
바닥에 장착

공중에 장착

Glove
바닥에 장착

공중에 장착

ECW

Pump ECW pump Horizontal Centrifugal

Chiller Essential Chiller Chiller Unit

Valve Butterfly Valve
바닥에 장착

공중에 장착

배관 10" 배관

배관 8" 배관

Cooler Cubicle Cooler 공중에 장착

Exhaust Fan Fan 공중에 장착

MFWS
배관 배관

36" 배관

30" 배관

20" 배관

Heat Exchanger Heater U-tube

MSS 배관 배관

36" 고압 배관

26" 고압 배관

20" 고압 배관

Control

Room
Cabinet

ESFAS Cabinet

RPS Cabinet

Plant Control Cabinet

CANDU

특이 사항

Calandria 압력용기 고압탱크

End Shield 압력용기 및 배관 중압 탱크

Moderator Tank Tank 중압 탱크

Fueling Machine 압력용기 및 배관 각종 I&C 및 배관

Dousing Tank Tank Concrete Tank

Feeder Pipe 배관 고압배관

Feed Header 압력용기 고압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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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ng Events
울진34 울진56 영광56

SEISMIC SEISMIC* EQESRA SEISMIC EQESRA SEISMIC

LOSS OF PLANT

CONTROL
1.72E-06 1.72E-06 N/A N/A N/A N/A

LOSS OF ESSENTIAL

POWER
7.48E-06 5.81E-06 2.64E-06 7.67E-07 3.68E-06 1.28E-06

LOSS OF SECONDARY

HEAT REMOVAL
3.45E-06 3.78E-06 4.80E-07 1.78E-07 1.16E-06 6.08E-07

LOSS OF CCW 7.03E-06 7.93E-06 1.64E-06 5.77E-07 2.48E-06 8.58E-07

SLOCA 1.73E-07 1.81E-07 2.74E-08 2.84E-08 3.82E-08 4.77E-08

LLOCA 3.10E-10 3.10E-10 N/A N/A N/A N/A

LOSS OF OFFSITE

POWER
1.38E-04 1.38E-04 4.95E-05 8.34E-06 1.12E-04

**
1.53E-05

GENERAL TRANSIENT 5.61E-03 5.61E-03 6.54E-04 8.11E-05 2.79E-03 5.55E-04

표 3.61 EQESRA 및 SEISMIC 코드에 의한 초기사건빈도 비교

* 로직트리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의 계산결과

** 미국 72개 원전에 대한 LOOP 평균값 = 1.20E-4

이상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울진 및 영광부지의 지진재해도를 상호 교차 적

용하여 초기사건 빈도를 산정하여 표 3.62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사건 빈도는 지진재해도곡선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으며 기기의

취약도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Initiating Events
울진56

(영광재해도)

영광56

(울진재해도)

LOSS OF PLANT CONTROL N/A N/A

LOSS OF ESSENTIAL POWER 1.26E-06 7.76E-07

LOSS OF SECONDARY HEAT REMOVAL 6.13E-07 1.71E-07

LOSS OF CCW 8.63E-07 5.69E-07

SLOCA 4.80E-08 2.82E-08

LLOCA N/A N/A

LOSS OF OFFSITE POWER 1.53E-05 8.34E-06

GENERAL TRANSIENT 5.55E-04 8.11E-05

표 3.62 재해도에 따른 초기사건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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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설비의 지진취약도 평가 시에는 평가용 입력지진으로 부지고유 스펙트럼

이나, UHS(등재해도스펙트럼) 또는 부지와 무관한 NUREG-0098 스펙트럼을 사

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 지진 PSA에서는 전체 4개 원전 부지에 대

해 모두 동일한 입력지진(고리부지 고유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결

과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결과를 이용하여

각 부지별 UHS를 산정한 결과를 그림 3.118에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등재해도 스펙트럼이 부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8 국내 원전 부지별 UHS 비교

나. 초기사건빈도 산정프로그램(PRASSE) 개발 및 검증

열화설비의 CDF 영향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진에 의한 초기사건 빈

도 산정이 요구된다. 초기사건 빈도 산정을 위해서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코드

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EQESRA : 현재의 PC 환경에서 사용불가능하며 하나의 설비에 대한 파괴빈

도 산정 불가능

- Seismic : 초기사건에 대한 Boolean 식을 서브루틴 형태로 작성하여야 하며

재해도곡선을 선형적으로 보간함으로써 오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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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Fortran 90을 이용하여 초기사건빈도 산정을

위한 PRASSE(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System for Seismic Event)를

개발하였다. 불확실성 평가를 위하여 LHS(Latin Hypercube Sampling)기법과

MCS(Monte Calro Simulation)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해도곡

선은 Logarithmic Interpolation기법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 3.119에 재해도 곡선 보간방법을 PRASSE와 SEISMIC 코드에 대하여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또한 PRASSE를 이용한 초기사건별 손상빈도를 그림 3.

120에 도시하였다.

그림 3.119 재해도곡선 보간방법에 따른 비교

그림 3.120 PRASSE를 이용한 초기사건별 손상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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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SSE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고장수목을 예로 선정

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의 계통의 파괴 또는 고장

은 기기 A 또는 B 또는 C의 고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장수목의 계산

을 위해서는 ∪∪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기에 대한 지진취약도 파라

메타는 아래의 표와 같다. 계산 결과기기별 취약도곡선 및 계통의 취약도곡선은

그림 3.122, 그림 3.123과 같다.

SYSTEM

COMPONENT-A COMPONENT-B COMPONENT-C

그림 3.121 검증을 위한 고장수목 예

Component Median Capacity(g)  

A 0.63 0.39 0.00

B 0.73 0.41 0.00

C 0.73 0.43 0.00

표 3.63 고장수목내 각 기기의 취약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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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기기별 취약도곡선 그림 3.123 계통 취약도곡선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해 사용한 재해도 곡선은 그림 3.124에 도시하였으며 이

때 각 재해도곡선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 3.124 검증에 사용된 지진재해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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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64에서 PRASSE와 EQESRA 프로그램에서 산정된 계통의 지진리스

크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PRASSE에서 MCS와 LHS 기법을 적용

한 두 방법의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검증용 해석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중계통 또는 다중 고장/파괴

모드를 갖는 구조물 및 계통의 지진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de Plant Damage Frequency(/yr)

PRASSE(LHS) 4.57E-06

PRASSE(MCS) 4.57E-06

EQESRA 4.55E-06

표 3.64 리스크 산정결과 비교

3. 지진리스크 기여설비 선정 및 설비별 중요도 및 기여도평가

용이한 지진리스크 평가를 위하여 AIMS 기반 One-Top 모델을 개발하였다.

지진 PSA용 AIMS 기반 One-top 모델은 사건수목과 고장 수목이 직접 연결되

어 단계별로 복잡한 분석 단계를 수행하지 않고 전체 노심손상빈도를 하나의

Single Top으로 구성하여 모델 개발 및 정량화가 매우 빠르며 실제 분석도 One

button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세부과제 1에서 개발중인

통합리스크/성능 분석 프로그램인 AIMS 기반 One-Top 모델의 개념도를 그림

3.125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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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AIMS 기반 One-top 지진 PSA 모델 개념도

금번 단계에서 개발된 지진 PSA 정량화 모델은 앞에서 계산된 10개의 초기사

건별로 사건수목을 개발하여 One-top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각 사고 완화계통의

고장수목에는 지진으로 인한 기기의 손상확률을 계통별 고장수목에 포함 시켰다.

(그림 3.126).

지진정량화 모델

CDF-SEIS

Large LO C A

GLLOCA
Page  71

Small 
LO C A

GSLOCA

Large  
Secondary  
S ide Break

GLSSB

Loss of  
O ff-site 
Power

GLOOP
Page  73

General Transients

GGTRN
Page  72

Medium LO C A 

GMLOCA

Loss of C C W

GCCW

A ux Building Failure

GAUX

Rx V essel Rupture

GRVR

Rx Building Failure

GRXB

GA UX Sequence 1

GAUX-1

No flow  from SDC 
LO O P 1A , 1B, 2A , 2B  

(1/4)

GSCGHXF

No flow  from SC S 
TRA IN A

GSCGHXF-1

No flow  from SC S 
TRA IN B

GSCGHXF-2

No flow  from LO O P 1A

GSCG1A

No flow  from LO O P 1B

GSCG1B

SC S cv  mv  FAILS DUE  
TO  SEISMIC  EVENT

SCCVMV-SE

SC S CV  FAIL DUE TO  
SEISMIC  EVENT

SCCV-SE
1.25e-4

SC S MOV  FAIL DUE  
TO  SEISMIC  EVENT

SCMV-SE
1.25e-4

그림 3.126 지진 PSA One-top 및 고장수목 모델

주요기기의 경년열화로 인한 성능저하에 따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설비들을 선정하기 위한 CDF 영향 민감도 분석을 수행했다. 주요기

기들의 취약도를 5가지(취약도 10%, 20%, 30%, 40% 및 50% 감소 평가조건 선

정)로 변경시켜 가면서 CDF 및 기기별 중요도 민감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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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3.127과 그림 3.128에 도시하였다. 각 평가조건별 기기 중요도 평가 결

과는 아래 그림에 도시된 것과 같이 대부분의 평가 조건들이 유사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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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취약도 10% 감소조건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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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취약도 50% 감소 조건 중요도

One-top 지진 PSA 모델을 이용하여 지진으로 인한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기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지진 정량화는 참조발전소의 지

진 재해도 및 기기 취약도를 이용하여 본 과제에서 개발된 PRASSE 전산 프로

그램을 지진으로 인한 초기사건 발생 빈도 및 조건부 기기 고장 확률을 계산하



- 194 -

였다. 이 계산결과를 One-top 지진 PSA 모델에 반영하여 정량화를 수행하고 각

기기별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정량화 결과 총 노심손상 빈도는 8.92E-6/year

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최소단절집합(minimal cutset)은 아래 표 3.65에 기술되어

있다. 그 외에 전체 노심손상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기기 및 각 기기들의 전

체 노심손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3.129와 표 3.66에 정리하였다.

No Value F-V Basic event Basic event Basic event

1 1.69E-06 1.89E-01 DG

2 1.27E-06 1.42E-01 SECT

3 9.09E-07 1.02E-01 SCST

4 7.06E-07 7.91E-02 SECH

5 6.60E-07 7.39E-02 %GTRN-S SCOPHSDCOP SDOPHLATE

6 4.50E-07 5.04E-02 SEWP

7 4.22E-07 4.73E-02 SBRSF

8 3.81E-07 4.27E-02 SBCSF

9 3.74E-07 4.19E-02 SCCST

10 3.20E-07 3.59E-02 %GTRN-S MSOPHSR-T SDOPHEARLY-HD1T

11 2.58E-07 2.89E-02 SDCSF

12 2.22E-07 2.49E-02 SSEAU

13 2.06E-07 2.31E-02 SSWIT

14 1.42E-07 1.59E-02 SHVAC

15 1.20E-07 1.35E-02 SLOCA

16 8.78E-08 9.84E-03 %GTRN-S MSEVWADV1OF4 SDOPHEARLY

17 6.57E-08 7.36E-03 SECP

18 6.27E-08 7.02E-03 SSWRC

19 3.28E-08 3.68E-03 %GTRN-S HCCQKCCP

20 2.91E-08 3.26E-03 SLCRC

표 3.65 지진 PSA 정량화 결과 주요 단절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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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주요 기기별 CDF 영향 평가 결과(FV)

No Event FV RRW RAW

1 DG(비상 디젤 발전기) 19% 1.232826 112081.1

2 %GTRN-S(일반과도 초기사건) 17% 1.198723 122.106

3 SECT(ECW Compression tank) 14% 1.165205 112081.1

4 SDOPHLATE(Feed & Bleed 운전원오류) 11% 1.121372 2.794

5 SCST(Condensate storage tank) 10% 1.113383 112081.2

6 SCOPHSDCOP(SCS 운전을 위한 운전원 오류) 8% 1.08997 10.651

7 SECH(ECW chiller) 8% 1.085928 112081.2

8 SEWP(ESW pump) 5% 1.05309 112081.2

9 SBRSF(Battery rack) 5% 1.049597 112081.2

10 SBCSF(Battery charger) 4% 1.044559 112081.2

11 SCCST(CCE surge tank) 4% 1.043703 112081.3

12 MSOPHSR-T(증기제거 운전원 오류) 4% 1.038963 49.165

13
SDOPHEARLY-HD1T(Feed & Bleed

운전원오류)
4% 1.0387 1.087

14 SDCSF(125V DC Bus) 3% 1.02979 112081.3

15 SSEAU(Aux. building) 2% 1.025493 112081.3

16 SSWIT(각종 switch) 2% 1.023669 112081.3

17 SHVAC(HVAC ducting & supports) 2% 1.016138 112081.3

18 SLOCA(Small LOCA 초기사건) 1% 1.013644 112081.3

19 %LOOP-S(소외전원상실 초기사건) 1% 1.013457 253.802

20 SDOPHEARLY(Feed & Bleed 운전원오류) 1% 1.012488 1

표 3.66 주요 기기별 CDF 영향평가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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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화설비의 CDF 영향 민감도 평가

초기사건과 관련된 주요기기의 열화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 표

3.67에 제시한 바와 같이 7개의 주요 설비의 열화에 따른 초기사건 빈도를 산정

하였다. 각 설비와 관련된 초기사건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에서 선정된 각각의

설비가 열화에 의해 내진성능이 10% - 50%까지 저하되었을 경우의 초기사건빈

도를 평가하여 초기상태에서의 값과 비교하여 그림 3.196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사건 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설비는 ECW

Compression Tank, DG, CS Tank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Component Initiating Event

Instrumentation Tube SLOCA

CS Tank LHR

Battery Charger LEP

Battery Rack LEP

Diesel Generator LEP

ECW Compression Tank LOCCW

LOOP LOOP

표 3.67 초기사건별 열화고려 설비

0.00E+00

5.00E-01

1.00E+00

1.50E+00

2.00E+00

2.50E+00

Originl 10% 20% 30% 40% 50%

Instrumentation Tube CS Tank Battery Charger Battery Rack Diesel Generator ECW Compression Tank Loop

그림 3.130 설비 열화에 따른 초기사건빈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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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운전연수가 지속됨에 따라 주요기기의 경년열화로 인한 성능저하에 따

른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기나 설비들을 선정하기 위한 CDF 영

향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정된 주요기기들의 경년열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기기들의

취약도를 5가지(취약도 10%, 20%, 30%, 40% 및 50% 감소 평가조건 선정)로 변

경시켜 가면서 CDF 및 기기별 중요도 민감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평가조건별

평가 결과는 그림 3.131과 같으며 기기 취약도가 감소하면서 CDF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각 평가조건별 기기 중요도 평가 결과는 그림 3.132에서 그림 3.136

까지 도시된 것과 같이 취약도 40% 저감 조건을 제외한 모든 평가조건들이 유

사한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31 평가조건별 CDF

그림 3.132 취약도 10% 감소조건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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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취약도 20% 감소조건 중요도

그림 3.134 취약도 30% 감소조건 중요도

그림 3.135 취약도 40% 감소 조건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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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취약도 50% 감소 조건 중요도

국내 참조원전의 지진 PSA 모델과 취약도 및 재해도를 이용하여 One-top 지

진 PSA 모델을 구성하여 CDF와 기기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금번 분

석에서도 참조원전의 지진 PSA와 유사하게 초기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주

요 계통 및 기기 들이 취약도 분석시에 선별제거 되었으며 2차측 주요 기기들은

기기취약도 분석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진 발생시 각종 기기나 계통의 파손

으로 인한 상세하고 현실성 있는 노심손상 빈도 평가가 불가능하며, 제한적인 기

기나 계통의 CDF 영향 민감도 평가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원전의 지진

으로 PSA 수행을 위해서는 발전소 내 모든 구조물, 기기, 계통 및 배관에 대한

상세한 취약도 분석을 통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이용불능으로 인한 지진 발생 시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초기사건을 분석하여 정확한 CDF 평가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한 기기별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차기단계의 중점 연구

과제이다.

5. 열화를 고려한 지진 PSA 모델 개발

가. PSA 모델 개발

금번 단계에서 개발된 지진분석용 초기사건 분석용 계층 수목은 기존 국내 지

진 PSA에서 선별 제거된 기기나 계통 및 배관을 포함하여 새로운 계층수목(아

래 그림 3.137)을 개발하여 촌 10개의 초기사건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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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파
손

대형 LOCA 외부전원상실

지진 일반과도사건

외부전원상실

중형 LOCA 소형 LOCA 2차계통 파손
CCW 기능 상

실
원자로건물

파손
제어건물 파

손

CCW 기능상실

2차계통 파단

소형 LOCA

중형 LOCA

대형 LOCA

원자로용기파손

제어건물파손

원자로건물파손

그림 3.137 국내 기존 지진 PSA 초기사건 분석용 계층수목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에 의한 초기사건 빈도 계산을 PRASS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Systems for Seismic Events)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기기의 손상을 입력 지진동에 대한 대수 확률 분포로 가

정하였으며 기기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취약도를 계산하였다. 불확실

성을 고려한 시스템 취약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Latin Hypercube Sampling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서는 샘플링 개수을 1000으로 적용하였다. 계산된 시스템

취약도와 울진원전부지에서의 hazard curve와의 convolution을 통하여 지진에 의

한 연간 손상 확률을 계산하였다.

(1) 기기별 취약도

각 기기별 취약도는 표 3.68과 같이 정리되었다. 모든 기기의 중앙값(median)

이 정의 되었으며 일부 기기에 대하여서는 표준편차 βR, βU가 정의 되었다.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은 기기들에 대해서는 βR, βU를 모두 0.3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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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코드
취약도 비고

Am βR βU 　

RX 3.8g 0.26 0.35 　

RXSW 2.5g 0.27 0.32 　

SG-ALL 3.7g 　 　 　

AUX 2.5g 0.27 0.37 　

RXSUP 6.7g 　 　 　

RCSL1 3.4g 　 　 SIS Hotleg Pipe 값

RCSL2 3.4g 　 　 　

RCP 3.7g 　 　 　

RCSL 3.4g 　 　 SIS Hotleg Pipe 값

PZRSUG 3.4g 　 　 　

RHRL 3.4g 　 　 SIS Hotleg Pipe 값

RCP1 3.7g 　 　 　

RCP2 3.7g 　 　 　

RCP3 3.7g 　 　 　

RCP4 3.7g 　 　 　

SG1 3.7g 　 　 　

SG2 3.7g 　 　 　

PZR 4.7g 　 　 　

PZRSV 15.0g 　 　 MSSV와 동일

SDSV 15.0g 　 　 MSSV와 동일

SISL 3.4g 　 　 SIS Hotleg Pipe 값

CVCSL 3.3g 　 　 Reg HX 값

SISHLL 3.4g 　 　 　

RSGVSL 3.4g 　 　 　

INSTP 1.5g 0.30 0.30 　

PZRSPL 3.4g 　 　 　

MSSL 1.5g 　 　 2차 계통 배관으로 간주

MFWL 1.5g 　 　 2차 계통 배관으로 간주

MSIV 6.1g 　 　 주증기격리밸부와 동일하다고 가정

MFIV 6.1g 　 　 주증기격리밸부와 동일하다고 가정

CCWL 1.5g 　 　 2차 계통 배관으로 간주

CCWP 　 　 　 　

CCWB 4.3g 　 　

CCWHX 2.6 　 　 　

CCWSUTK 2.0g 0.42 0.47 　

ESWL 1.5g 　 　 2차 계통 배관으로 간주

ESWPP 1.2g 0.29 0.28 　

LOOP 0.3 0.22 0.20 　

표 3.68 각 component 취약도의 median 및  ,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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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부지의 지진 Hazard

Hazard curve는 울진 원전부지에서 산정된 값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그림 3.

138과 같다.

그림 3.138 울진 원전 부지의 hazard curve

(3) 초기 사건

지진에 의한 초기 사건은 다음과 같이 총 9개로 정의 되었다. 각 사건들의

Boolean 식으로 표현하여 표 3.69에 정리하였으며 '∪'는 union, '∩'는

intersection, '/'는 complement를 나타낸다. 기기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계산된

5%, 50%, 95% 및 mean 취약도 곡선은 다음 그림 3.139 ～그림 3.147에 도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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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건 Boolean Equation

① 원자로 건물 손상 RB = [RX ∪ RXSW ∪(SG1 ∩ SG2)]

② 제어건물 손상 AB = AUX

③ 원자로 용기 손상
RXV = [RXSUP ∪ (RCSL1 ∩ RCSL2) ∪ (RCP1

∩ RCP2)]

④ 대형 LOCA

LLOCA = RCSL1 ∪ RCSL2 ∪ PZRSUG ∪ RHRL

∪ RCP1 ∪ RCP2 ∪ RCP3 ∪ RCP4 ∪ SG1 ∪

SG2 ∪ PZR

⑤ 중형 LOCA MLOCA = PZRSV ∪ SDSV ∪ SISL ∪ CVCSL

⑥ 소형 LOCA
SLOCA = SISHLL ∪ RSGVSL ∪ INSTP ∪

PZRSPL

⑦ 2차 계통파단 MSFLB = MSSL ∪ MFWL ∪ MSIV ∪ MFIV

⑧ CCW 상실
LOCCW = CCWL ∪ CCWP ∪ CCWHX ∪

CCWSUTK ∪ ESWL ∪ ESWPP

⑨ 소외전원 상실 LOOP = LOOP

표 3.69 지진에 의한 초기사건별 Boolean Equation

그림 3.139 초기사건별 시스템 취약도 곡선 (원자로 건물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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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0 지진초기사건별 시스템 취약도 곡선 (제어건물 손상)

그림 3.141 지진초기사건별 시스템 취약도 곡선 (원자로 용기

손상)

그림 3.142 지진초기사건별 시스템 취약도 곡선 (대형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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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지진초기사건별 시스템 취약도 곡선 (중형 LOCA)

그림 3.144 지진초기사건별 시스템 취약도 곡선 (소형 LOCA)

그림 3.145 지진초기사건별 시스템 취약도 곡선 (2차 계통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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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지진초기사건별 시스템 취약도 곡선 (CCW 상실)

그림 3.147 지진초기사건별 시스템 취약도 곡선 (소외전원 상실)

(4) 초기사건 빈도

각 사건 수목에 따른 독립적인 사건들을 ①～⑨까지의 Boolean 식으로 나타내

었으며 각 경우의 취약도 및 발생 빈도를 계산하였다. 계층수목 처리 후의 초기

사건에 따른 Boolean 식은 표 3.70에 정리하였으며, 각 취약도 곡선은 그림 3.14

8～그림 3.157에 도시하였다. 이에 따른 지진에 의한 초기사건의 총 빈도의 합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표 3.7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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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건 Boolean Equation

① 원자로 건물 상실 RB

② 제어건물 상실 /RB ∩ AB

③ 원자로 용기상실 /RB ∩ /AB ∩ RXV

④ 대형 LOCA /RB ∩ /AB ∩ /RXV ∩ LLOCA

⑤ 중형 LOCA /RB ∩ /AB ∩ /RXV ∩ /LLOCA ∩ MLOCA

⑥ 소형 LOCA
/RB ∩ /AB ∩ /RXV ∩ /LLOCA ∩ /MLOCA ∩

SLOCA

⑦ 2차계통 파손
/RB ∩ /AB ∩ /RXV ∩ /LLOCA ∩ /MLOCA ∩

/SLOCA ∩ MSFLB

⑧ 기기냉각수 상실
/RB ∩ /AB ∩ /RXV ∩ /LLOCA ∩ /MLOCA ∩

/SLOCA ∩ /MSFLB ∩ LOCCW

⑨ 소외전원상실
/RB ∩ /AB ∩ /RXV ∩ /LLOCA ∩ /MLOCA ∩

/SLOCA ∩ /MSFLB ∩ /LOCCW ∩ LOOP

⑩ 일반과도사건
/RB ∩ /AB ∩ /RXV ∩ /LLOCA ∩ /MLOCA ∩

/SLOCA ∩ /MSFLB ∩ /LOCCW ∩ /LOOP

표 3.70 계층수목 처리 후 초기사건별 Boolean Equation

그림 3.148 계층수목 처리 후 취약도 곡선 (원자로 건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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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계층수목 처리 후 취약도 곡선 (제어건물 상실)

그림 3.150 계층수목 처리 후 취약도 곡선 (원자로 용기상실)

그림 3.151 계층수목 처리 후 취약도 곡선 (대형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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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계층수목 처리 후 취약도 곡선 (중형 LOCA)

그림 3.153 계층수목 처리 후 취약도 곡선 (소형 LOCA)

그림 3.154 계층수목 처리 후 취약도 곡선 (2차계통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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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 계층수목 처리 후 취약도 곡선 (기기냉각수 상실)

그림 3.156 계층수목 처리 후 취약도 곡선 (소외전원상실)

그림 3.157 계층수목 처리 후 취약도 곡선 (일반과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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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건 각 초기사건 유발 기기 초기사건 빈도(/yr)

원자로 건물 손상
원자로 건물 파손

1.317E-07
모든 증기발생기 파손

제어건물 손상 제어건물 손상 2.55E-07

원자로 용기 손상

원자로 용기 기기 구조물 콘크리트 손상

1.485E-09
1차냉각재 배관 2개 이상 손상

RCP 2개이상 파손

증기 발생기 2개 이상 파손

Large LOCA

RCS 배관 단독 고장

5.006E-07

PZR Surge Line 손상

RHR 배관 단독 파손

RCP 1대 파손

증기발생기 1대 파손

가압기 단독 파손

Medium LOCA

PZR Safety 밸브 파손

3.341E-08
SDS 밸브 파손

Safety Injection 배관 파손

CVCS 배관 파손

Small LOCA

Hot Leg Safety Injection 배관 파손

9.444E-07
RCGVS 배관 파손

Instrumentation 배관

PZR Spray Line 파손

2차 계통 파손

주증기관 파손

1.38E-6
주급수관 파손

주증기 격리밸브 기능 상실

주급수 격리밸브 기능 상실

기기냉각수

CCW 배관 파단

3.17E-6
CCW 펌프 손상

ESW 펌프 손상

ESW 배관 손상

소외전원 상실 소내용 변압기 및 송전 설비 5.70E-05

일반과도사건 3.95E-04

표 3.71 초기사건 빈도 평가 기기 및 결과



- 212 -

기기명 위치 파손모드 Failure probability

Charging Pump PAB 58' Sub-base 9.783E-06

Letdown Hx SAB 100' Anchorage 1.077E-18

Seal Injection Hx SAB 77' Baseplate 3.053E-10

Shutdown Cooling Hx PAB 58' Baseplate 3.035E-19

Containment Spray Pump PAB 58' Concrete corning 1.251E-04

MS Isolation Valve PAB 165 Locking ring 3.774E-17

MS Safety/Relief Valve PAB 165' Outlet nozzle 4.286E-30

AFW Pump (motor) PAB 77' Transverse beam 5.284E-05

AFW Pump (turbine) PAB 77' Transverse beam 2.259E-05

Diesel Generator PAB 100'-6" Concrete Coning 4.093E-02

ESW Pump ESWIS 76'-6" Anchorage 1.494E-02

ESW Travelling Screen ESWIS 93' Post frame 9.783E-06

ESW Chiller PAB 77'
functional 2.386E-02

structural 5.273E-03

CCW Hx CCW 100' Concrete Coning 1.948E-08

CCW Pump PAB 100'-6" Support frame 1.948E-08

CCW Surge Tank PAB 165' Concrete Coning 1.312E-02

ECW Pump PAB 77' Pump H.D bolt 1.822E-03

ECW Compression Tank PAB 77' Anchorage 4.276E-02

ECW Air Separator PAB 77' Concrete Coning 2.837E-36

AFWP RCC PAB 77' functional 8.836E-20

CCWP RCC PAB 100'-6" functional 1.080E-15

ECCS ACU RCC PAB 165' functional 9.475E-09

Mech. Pent. ACC PAB 100' functional 1.392E-14

Ctmt Spray Pump RCC PAB 58' functional 3.814E-21

Charging Pump RCC PAB 58' functional 3.814E-21

Elect. Penet. RCC PAB 144' functional 3.053E-10

Ctrl Room Supply Fan PAB 165' functional 2.915E-03

structural 1.948E-08

ESF Swgr/Eqp Room AHU PAB 77' functional 2.097E-13

표 3.72 각 기기별 고장확률 계산

나. 기기 고장 확률계산

국내 OPR-1000 형 지진 PSA에서는 사고 완화 과정에서 고려되는 각 계통 고

장수목에는 기기의 기계적고장(random failure) 만을 고려하여 지진 PSA를 수행

하였다. 금번단계에서 개발된 지진 PSA 시범 모델에서는 기존 지진 PSA 모델에

서 선별제거 되거나 분석에서 제외 되었던 각 기기의 고장확률을 모두 계산하였

으며 결과는 아래 표 3.7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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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W Hx. Room Supp Fan CCW 115' Anchor Bolt 6.004E-17

ESW p/p Room Supp AHU ESWIS 90' Anchor Bolt 1.656E-18

Ctrl Emer. Makeup ACU PAB 165' functional 1.910E-06

ECCS Emer. Exhaust ACU PAB 165' functional 1.910E-06

Plant Control Cabinet PAB 144' functional 2.082E-12

Plant Protection Cabinet PAB 144' functional 1.820E-07

Reactor Trip Switchgear PAB 144' functional 2.489E-16

Main Control Board PAB 144' functional 1.585E-10

Battery Charger PAB 100'-6" functional 3.399E-02

Inverter PAB 100'-6" functional 1.191E-02

Regulating Transformer PAB 100'-6" functional 1.608E-02

125VDC Motor Control

Center
PAB 100'-6" functional 4.409E-03

4.16kV Switchgear PAB 100'-6" functional 1.298E-02

480V Load Center PAB 100'-6" functional 5.481E-03

480V Motor Control Center

PAB 165' functional 1.413E-02

PAB 125‘ functional 8.609E-07

PAB 100' 6" functional 4.663E-09

structural 3.681E-13

PAB 77' functional 1.160E-12

EDG Bldg functional 6.510E-13

  structural 2.383E-17

480V MCC local starter PAB 125' functional 8.609E-07

PAB 100'-6" functional 4.052E-08

PAB 77' functional 1.265E-11

Battery Rack PAB 125' functional 8.973E-03

Fire Pump (motor) PAB 58' Pump H.D bolt 1.731E-23

BOP Piping & Support various Rupture 1.251E-04

HVAC Duct & Support various generic function 3.242E-03

Cable Tray & Support various generic function 1.251E-04

MOV various generic function 1.251E-04

AOV various generic function 1.251E-04

HVAC Dampers various generic function 1.251E-04

Off-Site Power various generic function 9.571E-01

다. 지진 PSA 시범 모델 정량화 결과

지진 정량화를 위한 사건수목은 1차 계층수목과 개별 사건수목, 2가지로 구성

되어 있는데, 계층수목은 지진으로 인해 노심 손상이나 초기사건을 유발하는 고

장만을 고려하여 각 지진 초기사건 별 논리 구성을 보여주며 계산에 직접 사용

되지는 않는다. 계층수목에서 초기사건으로 분석된 지진유발 격납건물 손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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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물 손상, 원자로 용기손상 및 기기냉각수 상실사건에 대해서는 사고 완화를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가정, 바로 노심 손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진 정량화는 위의 4가지 사건을 제외한 6개 사건들만을 위한 개별 사건수목

을 개발하여 그림 3.158에 도시하였다. 6개의 개별사건 수목도 내부사건에서 고

려하는 2차측 장기냉각이나 소외 전원복구등과 같은 운전원 조치는 보수적으로

배제하였다.

GCSRCTOP

GHSRGTOP

GHSIGTOP

GSDOL

GSCGTOP

GMXSSDC
GCSRCTOP

GHSRGTOP

GHSIGTOP

GSDOL

GMXSSDC
GCSRCTOP

GHSRGTOP

GHSIGTOP

GSDOE

GMSMSSVALLO

GMSADV1OF4

GMXSSDC
GCSRCTOP

GHSRGTOP

GHSIGTOP

GSDOE

GAFTOP-N

RPS

%GTRN

General 
Transients Reactor Trip

Deliver Main or  
Auxiliary  

Feedwater

Steam Removal 
via TBVs or ADVs

Steam Removal
via MSSVs

Establish 
Shutdown

Cooling
Bleed RCS HPSIS Injection HPSIS 

Recirculation
Recirculation 

Cooling

Switch to 
Shutdown 

Cooling

GGTRN RT FW SR1 SR2 SDC BD HPI HPR CSR SSDC

Seq# State Frequency

1 OK 0

2 OK 0

3 CD

4 CD

5 CD

6 OK 0

7 OK

8 CD

9 CD

10 CD

11 CD

12 OK 0

13 OK 0

14 CD 0.000E00

15 CD 0.000E00

16 CD 0.000E00

17 CD 9.200E-09

18 OK 0

19 OK 0

20 CD 0.000E00

21 CD 0.000E00

22 CD 1.053E-11

23 CD 1.271E-07

24 CD 0

그림 3.158 지진 PSA 사건수목 예제

또한 운전원이 즉각 조치가 필요한 원자로정지불능과 각 개별 기기의 복구 조

치등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사건수목에서 노심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델 하

였다. 이와 같은 가정을 적용하여 지진 PSA 시범모델을 정량화를 수행하여 총

노심손상 빈도는 9.764E-6/year로 평가되었으며 주요 최소단절집합(minimal

cutset)은 아래 표 3.7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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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F 초기사건 최소 단절 집합 사건 설명

2.81E-06 %LOCW #GCCW-1
지진으로 인한 기기냉각수 손상

으로 직접 노심손상 발생

2.35E-06 %LOOP EGDG-SE
소외전원상실후 비상 디젤 발전

기 손상으로 인한 노심손상

1.26E-06 %GTRN RPMCZIND1
일반과도사건발생 후 원자로 정

지 실패로 인한 노심손상

9.69E-07 %GTRN CDTKBCS-SE SDOPHEARLY

일반과도사건 발생후 지진으로

인한 CST Tank 손상후 Feed &

Bleed 운전 실패로 인한 노심손

상

5.19E-07 %GTRN MSOPHSR SDOPHLATE

과도사건 발생후 ADV를 통한 냉

각실패후 Feed & Bleed 운전 실

패로 인한 노심손상

5.14E-07 %LOOP EDBYABTR-SE

소외전원상실후 Battery 손상으

로 인한 비상 디젤 발전기 기동

실패로 인한 노심손상

2.55E-07 %AUX #GAUX-1
지진으로 인한 보조건물 손상으

로 직접 노심손상 발생

2.17E-07 %GTRN CWCU-SE MSOPHSR

지진으로 인한 과도사건 발생후

ECW Chiller 파손과 ADV를 통

한 냉각실패로 인한 노심손상

표 3.73 지진 PSA 정량화결과 최소 단절 집합

각 초기사건별 노심손상에 미치는 영향은 소외전원 상실사건이 전체 노심손상

빈도에 35%, 기기냉각수 상실사건은 29%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3.74 및 그림 3.159에 도시하였다. 또한 각 기기별 총 노심손상빈도에 영향은 비

상디젤 발전기의 지진으로 인한 손상과 복수저장 탱크의 파손이 가장 큰 것들로

나타났으며 아래 표 3.75에 중요 기기를 정리 하였다.

금번 단계의 지진 PSA 분석에서는 국내 원전의 지진 리스크 평가를 위한 지

진 PSA 시범 모델을 개발 하여 정량화를 수행 하였다. 정량화 결과는 기존

OPR-1000 원전에서 선별 선별 제거된 초기사건과 각 완화 계통의 지진 유발 고

장확률을 포함하고 여러 보수적인 가정으로 인하여 기존 OPR-1000 원전 지진

PSA 결과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번단계에서 개발된 지진 PSA 시범

One-top 모델의 정량화에서는 이용된 기존원전의 각 기기별 취약도가 상세 분석

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선별 제거된 기기들에 동일한 고장확률이 적용이 되어 각

기기의 중요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지진 PSA 모델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각 사고완화 계통의 지진으로 인한 고장확률이 노심손상에 미

치는 주요 인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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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건 빈도 노심손상빈도 백분율

%AUX 2.55E-07 2.55E-07 2.6%

%GTRN 3.95E-04 3.05E-06 31.3%

%LLOCA 4.99E-07 4.34E-08 0.4%

%LOCW 2.81E-06 2.81E-06 28.8%

%LOOP 5.73E-05 3.40E-06 34.8%

%MLOCA 3.33E-08 2.69E-09 0.0%

%RVR 1.56E-09 1.56E-09 0.0%

%RXB 1.32E-07 1.32E-07 1.4%

%SECBRK 1.37E-06 1.78E-08 0.2%

%SLOCA 9.41E-07 4.75E-08 0.5%

표 3.74 초기사건별 노심손상에 미치는 영향

%AUX

%GTRN

%LLOCA

%LOCW

%LOOP

%MLOCA

%RVR

%RXB

%SECBRK

%SLOCA

그림 3.159 초기사건별 노심손상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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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명 기기손상 확률 중요도

EGDG-SE 4.10E-02 0.240616

CDTKBCS-SE 1.68E-02 0.159455

MSOPHSR 2.31E-02 0.122997

SDOPHEARLY 1.46E-01 0.116566

CWCU-SE 2.38E-02 0.061231

EDBYABTR-SE 8.97E-03 0.052642

SCOPHSDCOP 8.48E-03 0.049722

GCCTK-SE 1.32E-02 0.03396

HOP-RPS 1.00E-01 0.014778

RPMCZIND1 3.19E-03 0.014778

SWMP-SE 5.13E-03 0.013197

표 3.75 기기별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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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목표 달성도

1. 1차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원전부지
지진재해도

입력자료
분석

-기존 수행된 국내 4개 원전 부지
총 10회의 PSHA 결과 분석을 통
해 입력변수 (최대규모, 리히터 a,
b값, 감쇄식 등) 및 결과 비교분석

-재해도 개선항목 3종 도출(역사지
진평가, 감쇄식, 단층발생 지진동)

100

-전문가 패널 구성(지
진원 4팀, 감쇄식 2인)
및 워크숍 1회 개최
-국내 대부분의 지진전
문가 참여

지진취약도에
미치는

열화요인 및
요인별 특성

평가

-국내외의 지진 PSA 보고서, NRC
보고서 및 관련 논문 등 검토 후
열화영향 대상설비로 격납건물,
EDG, CST, 변압기, MCC 등 10종
선정

-피동설비의 주요 열화메카니즘(균
열, 재료감소, 파손, 응력부식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부식,
침식 및 습기) 분석

-전기캐비넷 및 소내 변압기의 수치
해석모델 작성과 앵커 정착력 감소
에 따른 지진응답 변화 분석 및 지
진취약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0

-콘크리트 비선형에 의
한 층응답특성 분석을
위한 SMART2008 국
제공동연구 해석결과
제출
-지진해석을 위한 3차
원 내진해석모델 작성

국내원전
지진리스크
분석결과 및
리스크 영향

설비 선정

-기 수행된 국내 지진 PSA 보고서
분석 및 국외 지진리스크 모델과의
비교 등을 통하여 계층수목 분석

-내부사건 PSA 모델 분석을 통하여
지진리스크 영향 설비로 12개 계통
약 50여종 선정(KSNP 및 CANDU
대상)

100
-기존 국내사용 정량화
코드 비교분석 및 문제
점 도출

열화설비
현장조사 및

시험대상
설비 선정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
로 6차에 걸쳐 현장 확인조사를 수
행(고리 1호기 378개, 월성 1호기
152개 대상)

-현장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주요
안전설비의 경년열화 현상 자료 관
리를 위한 D/B 시스템을 구축

100

-가동 중지기간을 활용
한 6회(약 20일)에 걸
친 현장조사
-DB 프로그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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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입력자료
민감도평가

-신울진 1,2호기 부지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가 평가팀을 구성하여
입력자료를 평가하고 5개 입력변
수 (지진원, 리히터 a 및 b값, 제어
지진, 진원깊이, 감쇄식)의 민감도
분석(Gutenberg -Richter a, b값이
가장 영향이 큼을 밝힘)

-지진재해도분석 및 민감도 평가에
필요한 전산코드 개발

100

-전문가 평가팀 구성
및 입력자료 평가를
위한 워크숍 1회 개
최를 통해 전문가간
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시도

-상용프로그램의 문
제점(국내 지진특성
반영 곤란)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
개발

원전설비
재료열화모델

개발 및
기능적

손상특성 평가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PSR
보고서 분석 및 미국 원전 열화조
사 및 DB 작성 후 열화 빈도 및
추이 분석을 통한 설비 열화요인
및 특성 분석

-콘크리트, Carbon, Low-Alloy 및
Stainless Steel에 대한 열화모델을
도출

-원전설비의 분류방법에 따른 설비
의 일반특징 및 기능적 손상특성
분석 및 평가

-전기설비에 대한 정착부 열화를 고
려한 지진응답실험을 수행하여 열
화에 의한 원전설비의 지진응답특
성 분석

100

-BNL과 공동보고서
2종 출간
(KAERI/RR-2931
/2008, BNL
Report- 81741-
2008 외 1종)

-전기설비 지진력 저
감을 위한 장치 특
허 2종 출원

열화설비의
CDF 영향

민감도 평가

-국내외 지진 PSA 수행 시 내진성
능에 따른 선별제거 기준분석(국내
의 경우 중앙값성능 1.5g 이상)

-기존 PSA 모델의 6개 초기사건에
대하여 선별 제거된 기기를 포함
한 50개 이상의 기기 손상확률을
적용 정량화 수행

-다양한 민감도분석 및 중요도 평가
를 위한 자동계산이 가능한
One-top 시범모델 개발

100

-기존 국내에서는 정
량화 시 지진에 의
한 기기 고장확률
고려하지 않았음

-초기사건빈도 산정
용 PRASSE-MCS
코드개발 및 등록

전기설비의
열화손상 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실험

-국내원전 전기설비의 파손모드 분
석

-주요 전기설비로 480V MCC 선정
하고 이에 대해 3종의 입력지진
(NRC 설계지진, UHS지진, 울진원
전 PAB 165' 층응답스펙트럼)으로
40회 이상 진동대 실험 수행

-480V MCC의 기능적/구조적 손상
한계 및 파괴모드 도출

100

-국내 최초의 취약도
수준 진동대실험

-기존에 고려하지 않
았던 기능적 손상모
드(화재) 도출



- 221 -

3. 3차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지진재해도

입력자료

불확실성요인

평가 및 개선

-전문가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및

입력변수개선을 위한 논리수목작

성(총 분기수 2,472개)

-개선 입력자료를 이용한 재해도 재

평가 (신울진 1,2호기 부지 대상)

를 통해 불확실성 저감 확인

-활성단층에서의 잠재지진 평가를

위한 경험적 그린함수법에 의한 3

차원 강지진동 모사 평가모델 구

축

100

-수많은 분기수로 인

한 입력오류 방지

및 용이한 결과처리

를 위한 PSHA 전후

처리 프로그램 개발/

등록

구조물 및

정착부

열화성능의

확률론적

평가모델

-열화설비의 현실적 취약도평가를

위한 성능 및 응답의 확률모델 개

발

-정착부 열화에 의한 파손모드 및

성능평가를 위한 진동대 시험용

축소모델 설계 및 제작

-11월중 진동대시험 예정(국내 최초

의 정착부 진동대 시험)

-열화를 고려한 설비의 지진취약도

평가(CST를 대상)

-취약도 변환에 의한 중앙값 및 표

준편차 산정 프로그램 개발

100

-국내 최초의 정착부

성능평가를 위한 진

동 대실험 ( 기존에는

정적 인발시험 수행)

-국내 데이터가 없는

일본의 실험자료 취

약도 변환용 프로그

램 개발

열화를 고려한

지진 PSA

모델 개발

-지진에 의한 초기사건빈도 산정프

로그램 개발(프로그램 등록 완료)

-PRASSE-Pre 개발 : PRASSE 입

력을 위한 GUI (프로그램 등록 완

료)

-내부사건 모델과 지진고유 초기사

건 10개(기존 6개에서 150% 확장

한 상세모델)에 대한 선별 제거된

기기를 포함한 계층수목, 사건수목

및 고장수목모델

100

-PRASSE-MCS 및

GUI기반 전처리 프

로그램 개발 및 등

록 완료

-고장수목에 지진에

의한 파손빈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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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 기술발전 기여도

국내 원전의 지진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신뢰성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본 연구가 국내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

분적으로 수행되어온 관련 연구 결과를 총합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본 연

구를 통하여 산출된 결과는 국내 지진 PSA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추후 본 연구가 마무리 되면 더욱 신뢰성있는 지진 PSA의 수

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원전부지에 대한 지진재해도평가 결과가 전문가들의 역사지진에 대한 평

가결과의 과도한 차이, 강진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과다하여 일반인

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그 신뢰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본연

구에서는 국내 지진 및 지질 전문가 대부분이 포함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이

들로부터 재해도 평가에 필요한 입력자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특히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국내

에서는 처음으로 각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된 입력 자료에 대한 토의의 장을 마련

하여 전문가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입력 자료에 따른 지진재해도 불확실성에의 기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

뢰성있는 입력 자료의 도출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노후 원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구조물 및 기기에서는 사용기

간에 따른 열화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기기기초 등에서 발견된 균

열은 추후 원전의 장기적인 열화관리 등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열화자료에 대한 자료가 작성

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아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미국 BNL

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미국 원전에서의 열화사례를 조사하고 DB화 하였다. 이

렇게 축적된 자료는 국내 원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열화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이 매우 크므로 국내 원전 열화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지진 PSA 분야는 산업체 현장에서는 매우 생소한 분야로 지진 일반에 대한

사항은 물론 내진해석, 설계, 지진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교육 및 기술전수가 필

수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연구성과 활

용측면에서 년 1회씩 총 3회의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일반 산업체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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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던 2007년 일본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7기가 니가

타 지진으로 인해 지진피해를 입고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

라 가리와원전 사태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고 가리와 원전 지진

피해와 관련된 피해상황 및 국내 원전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내용의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원자력산업계 전반에 발송함으로써 최초로 발생된 지진에 의한 원전의

피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가리와 원전 지진피해와 관련한 피해상황,

국내 원전의 지진안전성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내용의 세미나를 한국수력원자

력 본사, 전력연구원에서 발표하였으며 원전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가리와 원전 지진피해와 관련한 지진안전성에 대한 내용 및 원전의 내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원자력산업 등 7건의 기고를 통하여 원전의 지지

안전성을 홍보하였다.

또한 IAEA에서 주관한 지진해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지진해일

PSA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지진해일 PSA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

을 인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09년 10월 5일부터 15일까

지는 지진해일 재해평가기법에 대한 훈련과정을 원자력연구원에서 유치하여

IAEA EBP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의 참여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

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동연구는 2010년 3월 모두 종료되었지만 이러한 자

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2008년 IAEA에서는 ISSC(International Seismic

Safety Center)를 설립하였으며,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후속연구가 ISSC를 통

하여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도 ISS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되는 공동연구에도 차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

이며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지진취약도기술을 중대사고시 원전의 내압에 대한 취약도 평가기술로 발전시

켜 현재 월성 1호기 격납건물의 내압취약도 평가를 수행 중에 있다. 격납건물 내

압취약도는 2단계 PSA의 중요 입력변수로 취약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2단계

PSA 결과의 신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단순한 설계자료에

의한 취약도 평가를 지양하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진취약도 평가기술을 내

압에 대한 취약도 평가기술로 발전시켜 PSA 전반에 대한 신뢰성 증진에 기여하

고 있다.

국내에서 지진 및 내진관련 분야는 원자력분야가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앞선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기간시설물에 대한 지진리스크를 평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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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재난방재에 기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립방재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취약도 평가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전력시설물 및 철도시설

물에 대한 지진취약도 함수를 도출하는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

한 성공적 수행에 힘입어 2008년 소방방재청 산하 국립방재연구소 상호기술교류

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상호 공동세미나 및 기술전수 등을 수행하고 있

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2009년 방재연구소에 기술이전 한

바 있다.

그 외에 본 연구과제 참여원은 KINS의 자연재해대책 연구팀, 기술기준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본 연구결과가 원전의 안전규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전기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관련기술이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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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국내 원전의 지진안전성을 평가하고 지진리스크 기여설비를 도출함

으로써 지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지진 PSA 관련 기술을 개발하

였다. 기본적으로 지진 PSA의 기본기술을 향상시키며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였

던 분야에 대한 기술자립 및 국내 원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내부사건 PSA 분야와의 기술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추

후 추진중인 리스크 정보 활용 분야에 신뢰성있는 지진리스크 결과를 비롯한 기

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본 대과제에서 추구하는 리스크/성능 통합 시스

템의 완성을 지원함으로써 통합시스템의 완성을 통해 내부사건 뿐 아니라 지진

사건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 및 툴을 활용하면 원전의 구조물 및 기기의 내

진성능과 설계지진 초과수준의 지진동에 대해서도 내진여유도를 용이하게 평가

할 수 있으며 지진리스크 정량화를 통하여 지진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설

비의 선정 및 보수, 보강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지진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지진환경변화나 계속운전 시 원전의 내진안전성을 효과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열화설비에 대한 내진성능 및 응답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초보 단계에 있으며

이를 지진리스크 평가에 활용하는 기술 역시 초보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술선진국과의 기술대등화는 물론 기술적 우위 기반

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추후 계속운전이나 PSA 등에서 구조물 및 기기의

현 상태에서의 성능을 고려하여 현실적 지진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

실적인 원전 설비의 내진성능 및 그에 따른 지진 리스크의 정량적 평가는 원전

의 PSR이나 계속운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진 발생 시 원전의 안전성을 신속하

게 확보하여 가동중단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가동률 향상에 따른 전력생산 단가

를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조물 및 설비의 취약도 평가기술을 활용하여 월성원전

1호기 격납건물의 중대사고시 내압에 대한 취약도 평가를 수행중에 있으며 추후

모든 형태의 격납건물에 대한 내압 취약도 평가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앞서 기

술한 바와 같이 지진해일에 대한 원전의 리스크 산정하기 위한 기술에 활용하여

IAEA 국제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참가국으로부터 차기 연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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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여주었다.

원전 뿐 아니라 철도, 교량, 항만 등의 국내 간접자본 시설과 대규모 산업설비,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지진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진재해 경감 대책법이 소

방방재청 주관으로 추진되어 시행 초기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진리

스크 평가기법은 이들 시설의 지진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수/

보강 방안의 도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국립방재연구소의

위탁을 받아 전력시설물 및 철도시설물에 대한 지진취약도함수를 도출하는 과제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예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앞선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산업시설 및 기간시설에 대한 지진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재난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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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본연구에서는 SMART2008 국제공동연구, IAEA 지진해일 공동연구 등에 참여

하였으며 BNL과의 공동연구 및 일본 원자력안전기반기구와의 상호 전문가 교환

및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음에 본 연구과정

에서 수집된 해외과학기술정보를 나열하였다.

- SMART 2008 국제 공동연구에서 수행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지진하중에

대한 진동대시험 결과 및 계측자료

- BNL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 NRC에서 발표한 원전 구조물 및 기기의 열화현

상 보고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DB화 함

- 일본 JNES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에서 수행된 대형기기 진동대시험 관련 보

고서 및 일본의 지진리스크 정량화 모델 등

- IAEA 지진해일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지진 발생시 지진해일의 전파과정을

모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보

이상과 같이 본연구에서는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수행 효율성을 극대화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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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인적유발사건 리스크/성능 평가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지금까지 발생된 사건/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들 중 하나가 인적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

서 인적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 및 저감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

고, 원전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인적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인 방법이 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 인간신뢰도분석)이다. 하지만, 미국

의 최근 10년간 운전경험에 따르면 기존 HRA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비상직무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이전에, 원전 불시정지나 출력변화 등과 같은 경미한 사건이

나 이상 징후를 일으킬 수 있는 일상직무들에 대한 적극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원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HRA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불시정지나 출력변화와

같은 원전 성능 측면에서의 인적요인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는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

발을 위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 분석체계 및 오류유형 분석방법을 개발하였

다.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이란 정비나 시험을 포함한 일상직무 수행 중 인

적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사건 (human-induced event), 즉 불시정지나 출력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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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고장 및 기능상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PSA/HRA에서

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의 분석체

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직무 수행 중 자주 발생되는 오류유형을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둘째, 정비/시험 관리요인 지원기술을 개발하였다. 국내 원전의 경우 중요 기기

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절차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정기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많은 수의 시험 절차서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FIXPERTS (fixed and periodic test

support)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셋째,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의 결과가 원전출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100%

출력상실을 평가하기 위한 고장수목을 원자로 및 터빈정지 신호를 근간으로 개

발하였고, 터빈사이클 시뮬레이션 도구인 PEPSE (Performance Evaluations of

Power System Efficiencies)를 사용하여 상세 출력변화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기 고장이나 이로 인한 출력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주제

어실 운전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비정상 상황 대응직무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품질 분석기술을 개발하였고, 영광 훈련센터에서 수행하는 비정상

훈련자료를 녹화/분석하여 커뮤니케이션 품질 분석기술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과제에서는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된 불시정지 사건들을 상세

분석하여 국내 고유 PSF (performance shaping factor; 수행영향인자) 및 오류유

형을 정의한 후, 이를 통해 주어진 일상직무 수행 시 예상되는 인적오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상세 절차를 개발하였다. 또한 국내 원전에서 수행하는 정/주기

시험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FIXPERTS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현장 담당

자들의 적합성 평가 결과 FIXPERTS를 사용할 경우 정/주기 시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외에, 국내 최초로 인적유발 불시

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한 9개의 원자로 및 터빈 정지신

호에 대해, 100% 출력상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장수목을 개발하였다. 또한

터빈사이클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열수력 관련 6개 계통과 2차기기 냉각

수 계통, 2차기기 냉각 해수 계통 및 전기계통을 포함하는 출력 영향 모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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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부분 출력감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비정상 상황 대응과 관련된 communication quality 평가를 위해

communication similarity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전원간 communication 특

징의 용이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연구 결과는 일차적으로 대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차세대 PSA 방법

및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일상직무 관련 ‘인적

유발사건의 리스크/성능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일상직무 관련 오류유형 분석방법과 원전 성능영향 분석모델을 활용한다면 원전

의 리스크나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상직무들을 체계적으로 구

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적오류 발생 가능성을 저감화시키기 위한 개선책 도

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경제성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외에, 향후 환경변화에 대비한 기반기술 제공 측면에서, communication 분석

기술은 지금까지 국내 HRA 수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못했던 새

로운 PSF 분석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형 주제어실의 설계/평가를 위한

기술적 근거 및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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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s for the Effect of Human-Induced

Events on Risk/Performance

Ⅱ. Objective

Major insigh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accidents and/or incidents in

nuclear power plants (NPPs) revealed that one of the most decisive

contributors was human factors related problems. Therefore, many foreign

countries have spent a huge amount of effort to systematically evaluate,

manage and minimize the occurrence of human factors related problems. In

the light of this concern, one of the most common approaches was to conduct

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 Unfortunately, from the point of view of

securing the safety of NPPs, recent operating experience of U.S. has shown

that the management of daily tasks that are able to cause incidents (such as

unplanned reactor trip or the partial loss of electricity) seems to be more

effective in comparing the management of emergency tasks that are crucial

for preventing and/or mitigating the consequence of major accid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 series of essential

techniques through which the analysis of human factors related problems

can be properly evaluated as well as managed.

III. Scope and Contents

In order to fulfill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four kinds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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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have been considered. First, a systematical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human-induced events has been developed in association with

developing the prediction method of plausible error modes. In this activity,

human-induced events indicate all kinds of events caused by human errors,

such as an unplanned reactor trip, a partial loss of electricity and a

component malfunction, which has occurr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daily

tasks (i.e., maintenance, test, calibration, etc.). To this end, a systematic

framework by which daily task related human-induced events can be

characterized were developed. After that, a detailed analysis method that

allows us to clarify the most plausible error modes pertaining to a given

daily task was developed.

Second, a supporting tool by which the management of maintenance and

testing activity of NPPs can be facilitated was developed. In the case of

domestic NPPs, detailed procedures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predefined

time periods because periodic testing and maintenance is one of the

well-known strategies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critical components.

Unfortunately, the performance of test/maintenance procedures is not easy

because small number of operating personnel has to manage a huge amount

of procedures. For this reason, a software tool called FIXPERTS (fixed and

periodic test support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this project.

Third, analytical model by which the effect of human errors on the

performance of NPPs can be evaluated was developed in order to identify the

importance of daily tasks. For this reason, a fault tree based on both reactor

trip signals and turbine trip signals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decide

whether human errors are able to result in 100% loss of electricity (i.e.,

unplanned reactor trip) or not. In addition, in order to predict a partial loss of

electricity, detailed evaluation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a turbine cycle

simulation tool called PEPSE (performance evaluations of power system

efficiencies).

As for the last, a communication quality analysis method has been

developed in this project because communication is very critical in coping

with abnormal conditions. In other words, if operating personnel wh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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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in the main control room of NPPs have failed to properly conduct a

series of tasks to cope with abnormal conditions, then it may result in either

100% or a partial loss of electricity. This means that a detailed method that

allows us to distinguish the characteristic of communications among the

operating personnel is one of the essential techniques in analyzing human

factors related problems.

IV. Results

The results of this project can be summarized as below.

- The list of domestic PSFs (performance shaping factor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past 20 years unplanned reactor trip

reports.

- Detailed analysis method was developed in order to predict the plausible

error modes when operating personnel have to conduct daily tasks based

on test/maintenance procedures.

- FIXPERTS that can facilitate the management of periodic

test/maintenance activities was developed.

- A fault tree that is able to determine which kinds of human errors may

result in 100% loss of electricity (i.e., unplanned reactor trip event).

- An evaluation model to predict the partial loss of electricity was

developed based on the turbine cycle simulation tool, PEPSE.

- A detailed method to distinguish the quality of communications among

operating personnel who have to deal with the abnormal conditions of

NPPs.

IV. Proposal for Application

As mentioned before,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 series of

essential techniques to deal with human factors related problems.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mentioned results are very meaningful



- viii -

because most of them were directly applied to the reduction of human factors

related problems. For example, the list of daily tasks that should be carefully

managed can be systematically identified if we combine three kinds of

results: (1) the detailed analysis method to predict plausible error modes, (2)

the fault tree to determine 100% loss of electricity and (3) the evaluation

model to predict the partial loss of electricity. If we are able to identify the

list of daily tasks that have a potential for 100% loss of electricity, then the

occurrence of unplanned reactor trip events will be reduced by the intensive

management of suspicious daily task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project can be used as a technical basis to

cope with the change of environments. For example, one of the critical issues

to be resolved in the design of digitalized main control room (or advanced

main control room) is the effect of communications among operating

personnel. Conventional main control room has been designed so that each

and every control devices as well as indication devices are displayed at

dedicated control panels. In contrast, digitalized main control room has been

designed so that operating personnel have their own workspaces. This mean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s would be drastically different when

operating personnel are faced with the digitalized main control room.

Regarding this, the detailed method to distinguish the quality of

communications can be used as a technical basis to clarify the difference of

communications between conventional and digitalized main control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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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 개요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금까지 많은 사건․사고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 중 하나는 원자력발전

소 (이하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들 중 하나가 인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Exelon Nuclear 사가 원전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인적오

류로 인한 노심손상빈도의 영향이 전체 CDF (core damage frequency; 노심 손

상 빈도)에 약 5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n, 2002]. 또한 NEA

(Nuclear Energy Agency) 분석에 따르면, 인적오류로 인한 노심손상빈도의 영향

이 많게는 약 8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NEA, 2004]. 외국의 이러한

경향과 유사하게, 국내 영광 5/6호기 PSA 중요도 분석결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10개 사건 중 4개가 인적오류와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대, 2001].

이와 같이, 원전의 안전성에 인적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인적요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 및 저감화 하기 위

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원전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인적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 인간 신뢰도 분석)이다. 이러한 HRA는 크게 원전 불시정지이후 수행하

는 emergency tasks (비상직무) 및 전출력 운전이나 기동/정지 직무 수행을 모

두 포함하는 daily tasks (일상직무)에 대해 수행해 왔다. 특히 대부분의 HRA는

원전 안전성을 평가하는 PSA의 일부로 수행했기 때문에 비상직무에 대한 HRA

가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되었다. 즉, 기존 PSA는 DBA (design basis accident;

설계기준사고) 발생 시 원전 불시정지 이후 노심손상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안

전계통의 작동여부 등을 고려한 노심손상경로 도출 및 빈도 평가를 수행했기 때

문에, HRA도 원전 정지이후 수행해야 하는 비상직무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의 원자력 규제 입장이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approach로 전환됨에 따라 인적요인 관리에도 새로운 입장변

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최근 10년간 운전경험을 분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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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MR (maintenance rule; 관리규정)이나 ER (equipment reliability; 설

비신뢰도) 등과 같이 원전 가동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결과, 단순

한 경제성 증가 효과뿐 아니라 사고 발생비율 감소를 통한 안전성 향상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EI, 2007].

이러한 사실은, 1:29:300의 법칙으로 알려진 하인리히 법칙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1회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미 29회의 경미한

사건이 발생했었을 뿐 아니라 300회의 이상 징후가 발생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 법칙을 원전에 적용해 본다면,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경미한 사건 (원전 불시정지나 부분 출력감발 등)이 이미

발생했었고 이는 다시 수많은 이상 징후 (기기 고장이나 기능 상실)들이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R이나 ER 등의 적용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 건수를 줄이는 노력을 투입한 결과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발생 건수 자체도 줄어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인적요인 관리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즉, 기존 PSA/HRA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비상직무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이전에, 원전 불시정지나 출력변화 등과 같은 경미한 사건이나 이상 징후를 일으

킬 수 있는 일상직무들에 대한 적극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원전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PSA/HRA에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원전 위험도라면, 불시정지나 출력변

화와 같은 원전 성능 측면에서의 인적요인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이는 일

상직무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인적유발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 및 관리기

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

는 인적유발사건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고자 한

다.

제 2 절 연구목적 및 내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인적유발사건에 대한 분석 및 관리기술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난 3년간 다음과 같은 네 분야에 걸쳐 요소기

술개발을 진행하였다.

첫째,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 분석체계 및 오류유형 분석방법을 개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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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이란 정비나 시험을 포함한 일상직무 수행 중 인

적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사건 (human-induced event), 즉 불시정지나 출력감발,

기기고장 및 기능상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PSA/HRA에서는 원전 불시정지 또는 사고 발생 후의 인적유발사건을 주로 고려

하여 안전성을 평가해 왔고, 이에 따라 제2차 중장기 연구에서는 사고 후의 비상

직무에 초점을 맞춰 인적요인 평가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제3차

1단계 중장기 연구에서는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의 분석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직무 수행 중 자주 발생되는 오류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방

법을 개발하였다.

둘째, 정비/시험 관리요인 지원기술을 개발하였다. 국내 원전의 경우 중요 기기

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절차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정기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

하여 항상 일정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원전

운영과 관련된 대표적인 일상직무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인원이 많은 수의 시험

절차서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FIXPERTS

(fixed and periodic test support)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현장의 시험 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일상직무 관련 원전 성능영향 분석모델을 개발하였다. 즉,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의 결과가 원전출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100% 출력상실을 평가하기 위

한 고장수목을 원자로 및 터빈정지 신호를 근간으로 개발하였고, 터빈사이클 시

뮬레이션 도구인 PEPSE (performance evaluations of power system

efficiencies)를 사용하여 상세 출력변화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기 고장이나 이로 인한 출력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주제

어실 운전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비정상 상황 대응직무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communication quality (커뮤니케이션 품질) 분석기술을 개발하였다. 즉, 비정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운전원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

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운전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품질을 향상시킬 경우 비정

상 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광 훈련센터에

서 수행하는 비정상 훈련자료를 녹화/분석하여 커뮤니케이션 품질 분석기술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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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소기술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 분석체계

및 오류유형 분석방법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 중장기 2차

연구를 통해, OPERA DB (operator

performance for reliability analysis)를

구축하였음. 원전 훈련센터에 설치된

full-scope 시뮬레이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비상 대응직무에 대한

자료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불시정지 발생

이전 (일상직무 및 비정상 대응 직무)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못함.

-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인적유발사건으로 인한

불시정지 발생 시, 체계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HuRAM (human related event analysis

method)를 최근 개발하였음. 이 방법은

인적유발사건과 관련된 원인 및 상황요인

분류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 발생 사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회고적 분석에만 초점을

2
정비/시험 관리요인

지원기술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국내 원전에서 발생된 99건의 불시정지 사건들 중,

23% 정도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2004년 및 2005년

에 발생된 불시정지 사건의 경우, 총 발생 건수의 약 40% 정도가 인적요인과 관

련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 중 80% 이상이 부적절한 원전 일상직무 수행 중 발

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KINS, 2009]. 이에 따라 2006년 12월 당시 과학기술부

부총리의 지시사항에 따라 “인적요인으로 인한 불시정지 저감화 대책 수립 및

수행”에 대한 조치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도로 취해지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상직무 수행과 관련된 인적유발사건의 효과적

평가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나, 국내의 경우 관련 요소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은 관련된 1장 2절의 말미에

기술된 네가지 요소기술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현황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2-1. 국내 기술 개발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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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었음.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HPES (Korean human

performance enhancement system) 역시

회고적이고 정성적인 분석만 가능함.

- 최근 발전기술원에서 단일기기 고장으로 인한

원전 불시정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SPV

(single point vulnerability) 모델을 개발함. 이

모델에서는 원전 불시정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4개의 계통을 선별한 후, 각 계통의

이용불능도를 계산하기 위한 FT를

구성하였음. 그러나 단일기기의 물리적/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지 발생빈도 예측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인적유발사건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고려하지 못하였음.

3
일상직무 관련 원전

성능영향 분석기술

- 미국의 운전경험에 영향을 받아 1차계통의

경우 MR 또는 ER 등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상직무로 인한 불시정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2차계통 관련 일상직무로 인한

불시정지나 출력 감발 영향평가는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음.

4

비정상 상황

대응직무의 특성평가

기술

- 다른 요소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투입된 부분임. 특히 커뮤니케이션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원전 주제어실의

커뮤니케이션을 비교/분석하거나, 운전원간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 오류의 역할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간-인간-시스템

의사소통 분석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

-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모두 불시정지 이후에

수행하는 비상직무를 고려했기 때문에 비정상

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특성 파악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임.

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앞서 정리된 국내 기술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외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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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의 평가 및 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관련 연

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우선, 일상직무 관련 오류유형 분석체계 및 오류유형 분

석 방법과 관련하여, Reason은 원전 비상상황 시의 인적오류 뿐만 아니라 시험/

정비 시의 인적오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강조해 왔을 뿐

아니라 [Reason, 1990], Dhillon은 1981년부터 2003년 동안의 원전을 포함한 항공

산업, 화학공정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보수/정비 작업 시의 인적오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Dhillon, 2006]. 특히 원전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이어서,

Seminara와 Parson은 보수정비 관련 인간공학 연구 현황들을 정리하고 있고

[Seminara, 1985], Pyy는 원전의 보수작업 시의 공통원인고장 유형에 대해 정리

하였으며 [Pyy, 2001], Toriizuka는 PSF (performance shaping factor; 수행영향

인자)를 이용한 업무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제시하였다 [Toriizuka, 2001].

이러한 연구는 원자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Latorell와 Prabhu 는 항공산업

에서의 정비작업 시 인적오류 분석과 관리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

며 [Latorell, 2000], Nelson 등은 잠재적 인적오류 가능성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인적오류 예방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인적오류 분석 방법을 제

안하였다 [Nelson, 1998]. 이 외에 Rankin 등은 정비/시험의 관리요인 지원 측면

에서, 정비오류에 기여한 인자를 결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위해 활용되

는 정비오류 의사결정 도구인 MEDA (maintenance error decision aid)의 개발과

구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Rankin, 2000]. Reason과 Hobbs은 정비직무 수행

시 나타나는 오류유형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Reason, 2003].

또한, 일상직무 관련 원전 성능영향 분석기술 측면에서, 정비오류는 일반적으

로 시스템의 이용불능도 측면에서 PSA에 모델링되고 평가되어 왔으나 시험/정

비를 포함하여 초기사건의 유발에 기여하는 인적행위는 명시적으로 모델링하거

나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IAEA, 1992; IAEA, 1995]. 그러나 최근 들

어 일상직무로 인한 원전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

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Laakso 등과 Pyy는 원전 정비작업 인적오류에 대한

분석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기기 이용불능도나 기기 오동작을 유발시키는

정비오류와 연결하여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Laakso, 1998; Pyy, 2001],

Hirschberg는 초기사건 유발 인적행위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인적행위로 인한

초기사건의 발생 과정과 인적행위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PSA의 상세한 모델링

뿐만 아니라 초기사건 유발 인적오류를 저감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Hirschberg, 2004]. 또한 EPRI는 최근 GRA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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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ssessment) 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의 영향

을 평가하려 하고 있다 [EPRI, 2004]. GRA는 기기 고장률 또는 인적 오류에 대

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론적인 측면은 PSA

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분이 된다. 즉, PSA에서는 1) 원전이 정

지되는 시점 이후부터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2) 주로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 일

차계통에 포함된 기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3) 원전 정지 이후에 잔열제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노심이 손상되는 확률을 계산하는 반면, GRA에서는 1)

원전이 정지되는 시점까지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2) 원전 정지에 기여하는 빈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차계통에 포함된 기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3) 원전

정지 빈도 변화에 따른 노심손상 확률이 변화 뿐 아니라 부분 출력감발 시나리

오에 대한 전기 출력의 감소분을 계산하여 금전적인 손실의 평가까지도 시도하

고 있다.

이 외에 미국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는 INL (Idaho

National Laboratory)과 공동으로 HERA (human event repository and analys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HERA 프로젝트는 미국 LER (licensee event report)

을 근간으로 일상직무, 비정상 대응직무 및 비상대응 직무 등을 모두 망라하여

인적유발사건의 발생원인, 상황요인 분석 체계와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관리

하는 database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HERA DB는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회원국들에서 수집된 일상직무,

비정상 대응직무 및 비상대응 직무를 대상으로 인적유발사건의 오류형태를 분류

/관리하는 AIRS (advanced incident reporting system)와 유사하다. 특히 비정상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분류체계를 이용한 대화분석

연구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분야에서 커뮤

니케이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초의 커뮤니케이션 분류체계인 IPA

(interaction process analysis)가 제안되어 사용된 이래로 [Bales, 1950], 이를 보

완한 커뮤니케이션 분류체계가 원자력 및 화재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하여

[Kanki, 1989; Kettunen, 2000], 궁극적으로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보다 효과적인

운전원 대응을 통한 안전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표 2-2는 상기 기술항목들에 대해, 선진국의 수준을 100%로 놓았을 때 국내

수준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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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기술항목에 대한 선진국 대비 국내 수준비교

기술항목 선진국 국내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 및 인적수행도 자료 80％ 40％

인적유발사건의 발생원인 및 상황요인 분류체계 70％ 20％

일상직무의 리스크/성능 영향 분석모델 40％ 20％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의 오류형태 분류 70％ 30％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의 정량화 기술 70％ 40％

커뮤니케이션 특성 분석기술 8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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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원인
1차계통 관련

사건수

2차계통 관련

사건수

유발원인별

사건수

인적 26 48 74

기계 2 10 12

계측 4 5 9

제 3 장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

제 1 절 인적유발사건 분석체계 및 오류유형 분석 방법

개발

1. 인적유발사건 분석체계 개발 및 분석

가. 인적유발사건 현황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불시정지 사건 중 인적오류가 직․간접적으로 개

입된 사건을 대상으로 인적오류 관련 정보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인

적유발 불시정지 사건 자료는 KINS에서 운영하고 있는 OPIS (Operational

Performance Information System)에 포함된 1986년 ~ 2006년 동안의 불시정지

사건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KINS, , http://opis.kins.re.kr]. 본 분석에 사

용된 인적행위 유발 및 관련 불시정지 사건의 현황을 표 3-1에 정리하였다.

인적행위 유발 및 관련 불시정지 사건의 전체 수는 101 건이며, 1차계통 관련

사건 수는 33 건으로 33%를 차지하며, 2차계통 관련 사건 수는 68 건으로 67%

를 차지하고 있다. 불시정지 유발원인은 KINS OPIS의 원인 분류체계에 따른 것

이다. ‘인적’ 원인으로 분류된 사건은 74건으로 전체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계, 계측, 전기’ 등의 원인으로 분류된 사건은 27건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

다. ‘기계, 계측, 전기’ 원인으로 분류된 사건에 개입된 인적행위는 직접적인 불시

정지를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련 기기의 성능 및 수행에 영향을 준

행위들을 나타낸다.

표 3-1. 1986 ~ 2006년 동안에 발생한 인적행위 관련 불시정지 사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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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 5 6

총계 33 (33 %) 68 (67 %) 101 (100 %)

나. 인적유발사건 상황요인 분류체계 및 분석

인적행위 관련 불시정지 사건의 상황요인과 관련하여 개입된 인적행위의 직무

유형, (인적행위 개입 시점의) 발전소 운전상태, 관련 계통, 관련 작업/직무, 부적

절 인적행위, 오류모드(유형), 관련 인지기능 등을 분석하였다.

(1) 직무유형

불시정지 사건에 개입된 인적행위의 대표적 직무유형을 ‘계획예방정비’, ‘주기예

방정비’, ‘예측정비’, ‘고장(교정)정비’, ‘계획운전’, ‘비정상대응’, ‘설계/제작/설치’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정의는 표 3-2에 제시하였다. 이중,

‘계획예방정비’, ‘주기예방정비’, ‘예측정비’, ‘고장(교정)정비’ 유형은 영광 2발 표준

기행 절차서에 제시된 발전소 정비유형이며, ‘계획운전’, ‘비정상대응’, ‘설계/제작/

설치’ 유형은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건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고

려한 유형이다.

표 3-2의 직무유형 분류체계에 따라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건의 직무유형을 분

석하고, 분석 결과를 표 3-3에 정리하였다. 직무유형 관련 7개 분류 항목 중 ‘예

측정비’ 작업으로 인해 유발된 불시정지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표 3-2에서 ‘계획예방정비’, ‘주기예방정비’, ‘고장(교

정)정비’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유형으로서 ‘시험(test)’, ‘계기교정

(calibration)’, ‘보수(maintenance)’ 유형을 고려하여 각각의 기여 정도를 계수하였

다.

1, 2차 계통 전체에 대한 직무유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

건에 기여하는 직무유형은 고장(교정)정비(25.7%), 계획예방정비(22.8%), 계획운

전(19.8%), 주기예방정비(14.9%), 비정상대응(9.9%), 설계/제작/설치(9.9%)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은 전체(1,2차) 계통에 대한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

건의 인적행위 개입유형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건 중 1차 계통 관련 사건에 대한 직무유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건에 기여하는 직무유형은 고장(교정)정비(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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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예방정비(27.3%), 주기예방정비(21.2%), 계획운전(12.1%) 등의 순서를 보인

다.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건 중 2차 계통 관련 사건에 대한 ‘개입유형’ 분석 결과

에 의하면,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건에 기여하는 개입유형의 정도는 계획운전

(23.5%), 고장(교정)정비(20.6%), 계획예방정비(20.6%), 비정상대응(14.7%), 주기

예방정비(11.8%) 등의 순서를 보인다. 2차 계통의 경우 1차 계통에 비하여 계획

운전 및 비정상대응의 기여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발전소

운전으로 인한 시스템의 거동특성이 1차 계통에 비해 2차 계통이 더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특히, 계획운전 및 비정상대응의 70% 정도가 증기발생기 수위제

어 시 나타나는 동특성으로 인한 제어 실패와 관련된 사건이다.

표 3-2. 인적행위 관련 불시정지 사건의 직무유형 분류체계 및 정의

인적행위 개입유형 분류 정 의

예방정비

(preventive

maintenance)

계획예방정비

(planned

maintenance)

발전소 법정검사 및 연료재장전 기간을

이용하여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의 활동

주기예방정비

(periodic

preventive

maintenance)

일정한 주기에 따라 주유, 청소, 시험, 조정,

교정, 검사, 필터교체 등을 수행하는 예방정비

활동

예측 정비

(predictive

maintenance)

기기의 성능/운전상태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측정/분석하여 고장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

고장 발생 전에 정비를 수행하는 활동 (진동,

음향, 윤활유, 비파괴, 가동중, 적외선,

비정상상태)

고장(교정)정비

(corrective maintenance)
고장 기기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정비 활동

계획운전

(planned operation)

발전소 기동, 출력증강, 출력감발 운전과

정상운전 중에 요구되는 계통 운전 등

정상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발전소 운전

활동

비정상 대응

(response to a transient)

운전 또는 시험 중에 기기 고장으로 인해

유발된 발전소 과도상태에 대한 운전원의 대응

활동

설계/제작/설치

(design/manufacure/install.)

발전소 계통 및 기기의 설계, 구현, 제작, 설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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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인적행위 관련 불시정지 사건의 인적행위 개입유형에 따른 분류

직무유형
1차

계통

1차

계통(%)

2차

계통

2차

계통(%)
합계 합계(%)

계획예방정비 9 27.3 % 14 20.6 % 23 22.8 %

- 시험(test) 4 5 9

- 계기교정(clbr.) 2 0 2

- 보수(mtnc.) 3 9 12

주기예방정비 7 21.2 % 8 11.8 % 15 14.9 %

- 시험(test) 5 6 11

- 계기교정(clbr.) 1 0 1

- 보수(mtnc.) 1 2 3

고장(교정)정비 12 36.4 % 14 20.6 % 26 25.7 %

- 계기교정(clbr.) 2 0 2

- 보수(mtnc.) 10 14 24

계획 운전 4 12.1 % 16 23.5 % 20 19.8 %

비정상 대응 0 0.0 % 10 14.7 % 10 9.9 %

설계/제작/설치 1 3.0 % 6 8.8 % 7 6.9 %

합계 33 100.0 68 100.0 101 100.0

설계/제작/설치
7%비정상 대응

10%

계획 운전
20%

고장(교정)정비
25%

주기예방정비
15%

계획예방정비
23%

그림 3-1. 전체(1,2차) 계통에 대한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건의 직무유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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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소 운전상태

‘발전소 운전상태’는 인적행위 개입 시점의 발전소 운전상태를 의미하며, ‘정상

출력운전’, ‘기동 및 출력증발’, ‘출력감발 및 정지’, ‘계획예방 정지’, ‘기타(발전소

운전 이전 시점 또는 운전상태 불분명)’ 등 5가지 상태로 분류하였다.

표 3-4는 발전소 전체 계통에 대한 인적행위 관련 사건의 발전소 운전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동 및 출력증발’과 ‘정상 출력운전’ 상태에서

개입된 인적오류 사건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상 출력운전’에서는

‘주기예방정비’(31%)와 ‘고장(교정)정비’(44%) 중에 발생한 사건이 75%를 차지하

며, ‘기동 및 출력증발’에서는 계획운전이 전체 40건 중 18건으로 45%의 비율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계획예방정비’ 유형의 경우, 계획예방정지 기간 동안에

개입된 사건이 14건이며, 나머지 9건은 ‘정상 출력운전’과 ‘기동 및 출력증발’ 시

에 개입된 사건이다. ‘기동 및 출력증발’상태에서 ‘계획운전’이 18건으로 가장 많

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동 및 출력증발’ 시의 발전소 출력 20% 전

후 시점에서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급수계통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사건이 다수

(11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3-4. 전체(1차 및 2차) 계통에 대한 인적행위 개입 시점의 발전소 운전상태

직무유형
정상

출력운전

기동 및

출력증발

출력감발

및 정지

계획예방

정지
기타 합계

계획예방정비 3 6 - 14 - 23

주기예방정비 11 3 1 - - 15

고장(교정)정비 16 9 - - 1 26

계획 운전 2 18 - - - 20

비정상 대응 4 4 2 - - 10

설계/제작/설치 - - - 1 6 7

합계 36 40 3 15 7 101

% 35.6 % 39.6 % 3.0 % 14.9 % 6.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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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통 및 기기

인적행위 관련 불시정지와 관련된 세부 ‘계통 및 기기’는 1차계통의 경우 전반

적으로 원자로 제어계통과 보호계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계통의 경우

는 인적행위의 직무유형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2차계통의 ‘계획운전’ 및

‘비정상대응’ 유형에서의 약 70% 사건은 증기발생기 급수계통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주기예방정비’ 유형에서는 발전기 계통이 높은 빈도를 나타

내고 있다. 그리고, ‘계획예방정비’ 및 ‘고장(교정)정비’ 유형의 경우는 다양한 계

통 및 기기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관련 작업 및 직무

인적행위 관련 불시정지와 관련된 ‘작업/직무’는 증기발생기 수위조절 직무가

대부분인 ‘계획운전’ 및 ‘비정상대응’ 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건 고유적인

작업 및 직무 수행 시 발생한 사건이다.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계획예방정

비’, ‘주기예방정비’, ‘고장(교정)정비’ 에 대한 ‘시험(test)’, ‘계기교정(calibration)’,

‘보수(maintenance)’ 직무의 분류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계기교정’ 직무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예방정비’ 경우에는 ‘시험’ 직무와 ‘보수’

직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기예방정비’와 ‘고장(교정)정비’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 기간의 특성상 각각 ‘시험’ 직무와 ‘보수’ 직무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5) 오류모드

오류모드의 분석은 불시정지 사건에 개입된 인적행위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외

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리스크/성능 모델에서 작업 실수 또는

인적오류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시스템 영향을 모델링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사

용될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인적행위 오류모드 분류체계는 Hollnagel의 CREAM 방법

의 오류모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몇 개의 유형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Hollnagel, 1998]. 표 3-5는 본 분석에서 사용된 오류모드의 분류체계 및 각 모

드에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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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부적절 인적행위의 오류모드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및 오류모드 정의

오류유형(모드) 정 의

제어조치 실패

(control failure)
발전소 계통의 동적 거동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함

그릇된 조치

(wrong action)
요구되는 조치 이외의 다른 의외적인 조치를 취함

그릇된 대상

(wrong object)
요구되는 대상 외의 다른 대상에 조치를 취함

조치 누락

(omission)
요구되는 조치의 부분 또는 전체의 누락

불충분한 조치

(inadequate)
요구되는 작업 수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함

순서 전환

(reversal)
요구되는 작업 순서가 바뀌어 수행됨

이른 조치

(too early)
요구되는 시점보다 이른 시점에 수행됨

늦은 조치

(too late)
요구되는 시점보다 늦은 시점에 수행됨

지나친 부가

(too much)
요구되는 수준보다 많은 힘 또는 노력이 부가됨

부족한 부가

(too little)
요구되는 수준보다 적은 힘 또는 노력이 부가됨

빠른 조치

(too fast)
요구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함

느린 조치

(too slow)
요구되는 속도보다 느리게 조치를 취함

그릇된 입력

(wrong input)
요구되는 정보와 다른 정보가 입력됨

교정 오류

(miscalibration)
계측 제어 장비의 오교정

오류모드 불분명

(unclear)
사건 보고서 상으로 오류모드가 명확하지 않음

CREAM 방법에서 사용된 오류모드 분류체계는 8개 오류모드 차원(Timing,

Duration, Sequence, Object, Force, Direction, Speed, Distance)에 대하여 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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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오류모드를 제시하고 있다. 22개 오류모드 중 본 분석에서 사용된 유형은 10

개 모드이며, ‘control failure’, ‘inadequate’, ‘miscalibration’, ‘wrong input’ 모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총 14개의 오류모드를 사용하였다. ‘control failure’ 모드는

발전소의 동적거동 변수에 대한 제어실패에 대해 사용한 모드이다. 실제적으로

‘control failure’ 모드는 'Timing'과 같은 다른 모드의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으

나, 본 불시정지 사건 분석에서는 이러한 근원적인 오류모드를 명확하게 파악하

기 어려운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 이 모드를 사용하였다.

‘inadequate’ 모드는 주로 용접작업 등의 보수작업에 대하여 불충분한 작업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miscalibration’ 모드는 계기교정 작업시의

오교정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wrong input’ 모드는 운전원 또는 작업자의 요

구되는 수치 또는 값 입력 작업 시의 오류 모드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표 3-5의 오류모드 분류체계에 따른 전체 사건 101 건에 대한 오류모드 분석

결과를 표 3-6에 정리하였다.

표 3-6. 전체 불시정지 사건(1차 및 2차 계통)에 개입된 인적행위의 오류모드

분석 결과

오류모드

계획

예방

정비

주기

예방

정비

고장

(교정)

정비

계획

운전

비정

상

대응

설계/

제작/

설치

합계
백분율

(%)

control failure 2 1 0 13 8 0 24 22.2

wrong action 1 3 7 0 0 1 12 11.1

wrong object 3 4 9 2 0 2 20 18.5

omission 4 5 4 2 0 1 16 14.8

inadequate 6 0 1 0 0 2 9 8.3

reversal 0 1 0 0 0 0 1 0.9

too early 3 0 0 1 0 0 4 3.7

too late 2 0 0 1 1 0 4 3.7

too much 1 0 0 0 0 0 1 0.9

too little 1 1 2 1 1 0 6 5.6

too fast 0 1 2 0 1 0 4 3.7

too slow 0 0 0 0 0 0 0 0.0

wrong input 1 0 1 0 0 1 3 2.8

miscalibration 2 0 0 1 0 0 3 2.8

unclear 0 0 1 0 0 0 1 0.9

합계 26 16 27 21 11 7 1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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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어조치 실패(control failure)(22.2%), 그릇된

대상(wrong object)(18.5%), 누락오류(omission)(14.8%), 그릇된 행위(wrong

action)(11.1%), 불충분한 조치(inadequate)(8.3%) 등의 오류유형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어조치 실패(control failure) 모드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2차 계통의 계획운전 및 비정상대응 직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증기발생기 급수제어 실패 사건이 2차 계통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는 1, 2차 계통 전체에 대한 오류모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control failure
22.2%

wrong object
18.5%

omission
14.8%

inadequate
8.3%

wrong action
11.1%

unclear
0.9%

reversal
0.9%

too little
5.6%

too fast
3.7%

too early
3.7%

too late
3.7%

miscalibration
2.8%

wrong input
2.8%

too much
0.9%

그림 3-2. 전체 사건(1차 및 2차 계통)에 대한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건의

오류모드 분포

(6) 인지기능

인적행위 관련 불시정지 사건에 개입된 인적행위의 주요 인지기능(cognitive

function)을 분석하였다. 인지기능의 분석은 불시정지 사건에 개입된 인적행위의

주요한 인지기능(dominant cognitive function)과 사건 전반적인 인지기능 분포

(profile of cognitive functions)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인지기능 분류에 사용된 모델은 Hollnagel의 SMoC (Simple Model of

Cognition)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SMoC 모형에서 사용된 다음 4개의 인

지기능을 사용하였다 [Hollnagel, 1998]:

Ÿ 관찰기능(observ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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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해석기능(interpretation function)

Ÿ 계획기능(planning function)

Ÿ 수행기능(execution function)

본 분석에서 사용된 인지기능 분류체계 및 각 기능에 대한 정의를 표 3-7에서

정리하고 있다.

표 3-7. 부적절 인적행위의 인지기능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 및 인지기능 정의

인지기능 정 의

관찰기능

(observation function)
정보수집 또는 대상 확인 과정의 인지기능

해석기능

(interpretation function)
시스템 상태 파악 과정의 인지기능

계획기능

(planning function)
작업 과정 및 대응 조치 수립 과정의 인지기능

수행기능

(execution function)
계획된 조치의 물리적 조작 수행 기능

인지기능 불분명

(unclear)

사건 보고서 상으로 개입된 인지기능이 명확하

지 않음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건 101 개 사건에 개입된 인지기능 분석 결과를 표 3-8

에 정리하고 있다.

표 3-8. 전체 불시정지 사건(1차 및 2차 계통)에 개입된 인적행위의 주요

인지기능 분석 결과

인지기능

개입유형
관찰기능 해석기능 계획기능 수행기능 불분명 합계

계획예방정비 4 5 8 8 0 25

주기예방정비 7 0 5 3 1 16

고장(교정)정비 7 2 14 3 1 27

계획 운전 4 2 13 2 0 21

비정상 대응 0 2 7 2 0 11

설계/제작/설치 3 0 3 1 0 7

합계 25 11 50 19 2 107

% 23.4 10.3 46.7 17.8 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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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능이 46.7 %로서 가장 높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관찰기능(23.4%), 수행

기능(17.8%), 해석기능(10.3%) 순으로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기능이 다수

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작업자들이 계획된 작업 조치의 시스템에의 영향 또는

시스템의 반응을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계획기능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인적행위 개

입유형은 ‘고장(교정)정비’인데, 전체 27건 중 14건, 즉 52%가 계획기능에서의 문

제에 의하여 발생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체 사건에 대한 인지기능 분포를 그

림 3-3에 제시하고 있다.

관찰

23.4%

해석

10.3%

계획

46.7%

수행

17.8%

불분명

1.9%

그림 3-3. 전체 사건(1차 및 2차 계통)에 개입된 인적행위의 인지기능 분포

다. 시험/정비 관련 인적유발 사건의 인적오류 분류 및 특성 분석

불시정지 사건에 개입된 인적행위의 분석에 따르면, 계획운전 및 비정상 대응

중 발생한 인적관련 불시정지 사건은 높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출력

(출력 20% 이하)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발전소의 불안정한 동특성과 그에

대한 운전원 대응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설계/제작/설치 단계에

서의 인적오류는 매우 낮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로 전출력에

관련된 인적오류 관련 사건은 시험 및 정비 활동 중에 발생하였으며(전체 101건

중 64건 약 63%), 이는 인적오류 관련 불시정지 사건 감소를 위한 주 대상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전의 인적행위 관련 불시정지 사건 중 시험



- 22 -

및 정비 시의 인적오류에 대한 분류와 오류유형에 따른 인적행위의 기본적 특성

을 정리한다. 인적오류 유형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James Reason의 Error Type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각 오류유형에 따라 특징적인 기여인자 및 오류

모드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다 [Reason, 1990].

(1) 오류유형 분류

(가) 오류유형 분류체계

인적유발 불시정지 사건 중 시험 및 정비 오류에 대한 오류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James Reason의 기본 오류유형(basic error types) 분류체계를 도입하였

다.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류에 대한 정의는 다

음과 같다 [Reason, 1990]:

Ÿ 작업계획 문제: 작업 계획, 절차, 또는 의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시험 및

정비 사건(이미 작성된 작업계획서/절차서를 포함하여 작업자가 작업 시

점에 취한 의도까지를 모두 포함함).

Ÿ 절차수행 오류: 수립된 작업 계획/의도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 또는 누락 오류.

Ÿ 규정위반 문제: 요구되는 작업 규정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나) 오류유형 분석 결과

시험/정비 관련 인적오류에 대한 오류유형 분석 결과를 표 3-9에 정리하였다.

작업계획 문제에 기반한 오류와 절차수행에 기반한 오류가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기여하고 있다. ‘규정위반 문제’의 기여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정위반 문제가 내포된 사건은 작업계획 문제와 중첩되어 발생되었

으므로 별도로 계수하지 않고 작업계획 오류로 포함시켜 계수하였다.

오류유형과 정비유형과의 관계를 보면, ‘작업계획 문제’로 발생한 사건은 ‘주기

예방정비’에서는 많지 않으나 ‘고장정비’ 및 ‘계획예방정비’에서는 많은 수를 차지

하고 있다. 이것은 정비직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즉, ‘주

기예방정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절차서가 마련되어 있고 주기적인 시험을 통하

여 검증/확인된 직무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업계획 문제로 인한 오류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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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반면, ‘고장정비’ 및 ‘계획예방정비’의 경우는 충분히

검증/확인되지 않은 작업계획/절차가 많기 때문에 작업계획/절차 등에 있어서 예

상치 못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

‘절차수행 오류’의 경우는 ‘계획예방정비’ 보다는 ‘주기예방정비’ 및 ‘고장정비’

시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비유형에 따른 오류유형의 차이는 작

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획예방정비’ 시의 작업은 주로 직접

밸브, 펌프 등 대상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주기예방정비’ 및 ‘고

장정비’의 경우에는 시험과정과 정비과정을 포함하는 다수의 작업절차로 구성되

어 있는 직무가 많다.

표 3-9. 인적유발 불시정지 사건에 개입된 시험/정비 인적오류 유형 분류

정비유형

오류유형
주기예방정비 고장정비 계획예방정비 합계

작업계획 오류 2 12 9 23 (48%)

절차수행 오류 9 13 2 24 (50%)

규정 위반 - (2) (1) (3)

유형 불확실 - 1 - 1 (2%)

합계 11 26 11 48 (100%)

(2) 오류유형별 인적오류 특성 분석

(가) 작업계획 문제의 인적행위 특성

운전원 또는 작업자의 작업계획 문제로 인한 불시정지 사건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작업 절차서 또는 계획서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

이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하였다.

Ÿ 작업 절차서/계획서가 존재하는 경우

Ÿ 작업 절차서/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작업자 자신의 임의적 계획/의도

문제)

작업계획 관련 사건을 위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절차서/계획서’가 존재하

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작업 절차서/계획서가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저출력 또는 기동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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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며(16건 중 14건), 전출력 정상운전 중에 발생한 사건은 단지 2건만을

차지하고 있다. 전출력 운전 중에 발생한 2건의 사건 중 1건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예상치 못한 기기/부품 고장 문제의 발생(의외적 사건의 개입)’

으로 발생된 사건이며, 나머지 한 건만이 ‘신호연관 상태의 확인’을 통해서 사전

에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파악되었다. 작업 절차서 및 계획서에 존재하는 문

제의 형태를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형태에 대하여 분류한 결과를 정

리한다.

Ÿ 계획 부적절: 절차서에 기술된 작업행위 자체가 시스템 문제 (과도상태, 원

자로정지)를 유발함 (5건)

Ÿ 계획 불완전: 절차서에 작업 관련 정보에 대한 기술이 불충분하거나 명확성

또는 상세성이 결여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험 방법, 시험 시점, 시험 유지

시간, 운전 방법, 신호/기기 작동과 관련한 설계적/현상적 정보 결여 등을

포함함 (10건)

Ÿ 의외적 사건의 발생: 작업중 예상하지 못한 기기/부품의 고장 또는 이상상

태의 발생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1건)

‘계획 부적절’ 유형으로 분류된 5건 중 3건의 사건은 계획된 작업자체(시험대

상, 작업순서, 또는 작업기준)가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과도현상 또는 원자

로정지)를 파악하지 못한 사건이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절차서/계획서 작성

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서, 작업전에 수행되는 ‘작업전 회의’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나머지 2건은 ‘최근 설계 개정 사항을 반

영하지 않음’과 ‘신호연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건으로서, 작업계획

서 작성 시 ‘적절한 관리적인 이행’과 ‘신호연관 상태의 확인’ 등을 통해서 방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계획 불완전’ 유형으로 분류된 사건은 2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계획예방정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건으로(10건 중 8건), 대부분이 정지/저출력 상태에서 물

리적 상황의 예측 난이성과 그에 대한 대비 결여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는 대부분 전출력 상황에 비하여 정지/저출력 상황이 물리적 상태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그러한 상황을 모두 예측하여 절차서에 반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류예측

및 방지 관점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현상적 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전의 문제 파악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나 계

통코드를 이용한 분석이 요구된다. 지식은 있으나 절차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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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 가능한 수준은 2~3건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조직요인이 주요하게 개입

되어 발생된 사건은 1건 정도로 파악되었다.

요약하면, ‘계획 부적절’ 유형은 주로 작업계획의 시스템 반응/영향을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하며, ‘계획 불완전’ 유형은 주로 물리적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

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작업 절차서/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작업자 자신의 임의적

계획/의도 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다. 모든 사건(7건)이 고장정비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비록 발전소의 기술행정절차서에는 과도상태 및 원자로정지 가

능성이 있는 작업일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영

향 평가 등이 어려운 이유 등으로 인하여 작업계획서 작성없이 고장정비를 수행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건의 사건 중 4건이 전출력 운전 중에 발생

한 사건이다. ‘의외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사건은 1건으로 파악되었으며, ‘계획

부적절’로 인한 사건은 4건 정도로 파악되었고, ‘계획 불충분’ 사건으로 파악된

사건은 2건으로 파악되었다.

‘계획 부적절’로 인한 사건의 4건 중 3건은 시스템 및 신호의 연관성 파악 않음

과 지식 결여로 인해 발생했으며, 나머지 1건은 계획된 작업의 시스템에의 영향

을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또한 적절한 담당자 외의 작업자가 임의

로 작업을 수행한 ‘규정위반’ 관련 사건이 1건을 차지하고 있다.

‘계획 불충분’으로 인한 사건은 앞의 ‘작업 절차서가 존재하는 경우’와는 달리

물리적 상황과 연관된 문제들이기 보다는 체계적인 준비 및 대응 절차의 미흡으

로 인한 사건이 많다. 이것은 각각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의 성격에 기인하는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앞의 ‘작업 절차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정지/저출

력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예방정비 직무가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본 경우와 같이

‘작업 절차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직무는 대부분 고장정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절차수행 오류의 인적행위 특성

절차수행 오류는 표 3-9에 정리한 것과 같이 전체 시험 및 정비 오류의 50%

를 차지한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정비는 고장정비와 주기예

방정비이다. 특히, 고장정비 직무는 2차계통 관련 사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

다. 대부분이 전출력 운전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전체 24건 중 15건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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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절차수행 오류는 주어진 절차 또는 작업자의 의도된 계획을 직접 구현하

는 단계에서 원래 계획/의도된 수행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이상적으로는 다양

한 형태의 모드를 취할 수 있다. 작업자의 계획/의도의 문제 형태를 중심으로 분

석한 ‘작업계획 문제’와는 달리, 절차수행 오류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오류의 외적

형태, 즉 ‘오류모드’를 중심으로 어떤 직무 및 환경 하에서 그러한 형태의 오류가

발생하는 지의 관점에서 특성을 정리한다.

‘절차수행 오류’의 특이점은 네 가지 오류모드인 ‘오대상 선택(wrong object)’,

‘행위 누락(omission)’,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too little)’, ‘현장 오조치(wrong

action)’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24개 사건 중, 10개 사건

이 ‘오대상 선택’ 유형을 나타내며(약 42%), 5개 사건이 ‘행위 누락(omission)’ 유

형을(약 21%), 6개 사건이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유형을(약 25%), 그리고 3개

사건이 ‘현장 오조치’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약 12%).

‘오대상 선택’ 유형은 요구되는 대상 외의 다른 대상에 조치를 취한 오류형태를

말한다. ‘오대상 선택’ 유형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이 이웃 또는 근접한 동일 기

능 또는 다른 유사 대상을 조작한 경우이다. 형태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l 이웃한 동일 기능과 동일 모양의 다른 대상 조작/작업

- 이웃/유사 기기/부품 조작(차단기, 통신카드, 온도검출기, 밸브, 스위치

등)

- 퓨즈 홀의 다른 홀에 삽입

l 이웃한 다른 기능의 유사 모양의 대상 조작/작업

- 계전기 단자

- 회로 오결선

l 일반 기기와 유사한 모양의 다른 주요 기기 조작

- 주급수펌프 C 수동 트립핸들을 문손잡이로 착각하여 잡아 당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대상 선택’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고정되어 있는 MMI (Man-Machine Interface) 판넬 상에서의 오대상 선택을 포

함하여 ‘퓨즈 홀의 오삽입’, ‘분리해 놓은 단자에의 오연결’, ‘일반기기와 혼동한

주요 기기의 조작’ 등 작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오조작 사건

이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오대상 선택’ 오류를 상세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의 작업 과정과 내용을 상세한 수준까지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대상

선택’ 오류는 고장정비 직무 가운데서 많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정주

기 시험 환경과 달리 작업 절차와 작업장 및 설비에 대한 친숙도가 낮기 때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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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패널 스

위치, 전기 퓨즈홀, 전기 배선, 계전기 단자, 차단기, 통신 카드, 계측기(온도 검출

기), 밸브, 회로 단자, 문손잡이와 유사한 주급수펌프 수동 트립핸들 등.

‘행위 누락’ 유형의 오류는 크게 ‘절차단계의 누락’과 ‘상태확인 못함’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절차단계의 누락’ 오류는 ‘사전 조치의 누락’과 ‘복구 조치의 누

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전 조치의 누락’은 시험 관련 주요 조치를 취하기 이

전 단계에서 안정적인 시험 조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주요 조치를 누락하는 형

태가 발생했으며, ‘복구 조치의 누락’은 계열시험 완료 후 정상상태로의 복구 조

치 누락 형태의 오류가 발생했다. 두 누락 조치의 형태는 일반적인 시험/정비 작

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의 형태이다. 다음으로 ‘상태확인 못함’ 형태의

누락은 두 사건 모두 비정상적인 하드웨어 상태의 확인 누락 유형으로서 두 사

건 모두 관련 하드웨어 상태의 확인이 시스템 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오류모드는 작업에 대하여 불충분한 힘이나 노력이 가

해진 유형을 의미한다. 6건의 관련 사건 중 2건이 전출력 중에, 다른 2건은 출력

증강 운전중에, 나머지 2건이 발전소 계획예방점검 기간 중에 발생했다. ‘작업방

법 관련 부주의’ 오류는 모든 경우에 작업 방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취약성에

기인하여 발생했다. 작업 방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 취약성에 기인한 문제의 대

부분은 작업 방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리, 이탈 및 이완 가능성이다. 대부분

시험 및 정비를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

은 사용 방법 자체가 그러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장 오조치’ 유형은 대부분 ‘현장 작업 중 주변기기의 의도하지 않은 오접촉’

형태를 띠고 있다. 다분히 상황의존적인 행위를 보이는 형태도 있으나, 이러한

오류는 사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업 중 오접촉’ 형태의 오

류 예측을 위해서는 작업자의 작업도구, 작업경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주변

에 있는 중요 기기/부품의 오접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2. 시험/정비 인적오류 예측 분석을 위한 수행영향인자 분류체계 개발

오류 예측 및 감소 관점에서 앞의 ‘시험 및 정비’ 오류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작업계획(planning) 문제 중 절차서(또는 작업계획서)가 존재하는 경우의 인적오

류는 대부분 정지저출력 시의 다양한 시스템 변화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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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오류에 대한 예측에는 시스템 해석 코드를 비롯한 발전소 시스템 전문가 및

인적오류 전문가 등의 면밀한 상황적 검토가 요구되며, 절차서(또는 작업계획서)

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인적오류의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

요한 고장정비 작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시스템 영향 평가 및 체계적 직무분

석 등이 요구된다. 조직요인 및 규정위반으로 유발된 사건은 오류예측적 접근법

보다는 규정준수와 관리적 방법으로 오류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접

근법일 것이다. 그러나, 작업수행(execution) 오류의 경우는 올바른 작업계획 또

는 절차를 기반으로 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서 대부분은 작업단

계로부터 발생 가능한 오류유형(모드)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시험/정비 인적

오류 중 작업수행(execution) 오류의 불시정지 사건에의 기여정도가 50% 정도이

므로 작업수행 오류에 대한 예측 및 대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차서 기반 또는 작업자의 작업계획을 기반으로 시험/정비 직

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발생 가능한) 작업수행 단계에서의 인적오

류를 체계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작업 수행 전에 발생 가능한 인적오류를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적오류 분석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본 분석 방

법은 특히 사전 분석에서 파악된 시험/정비 불시정지 사건 중 작업수행

(execution) 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적 오류형태인 ‘오대상 선택’, ‘행위 누락’,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현장 오조치’ 오류모드에 대한 오류발생 가능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방법은 불시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각 오류의 기본적인

유발 가능성과 함께 각 오류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특성 및 영향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된다.

각 오류유형과 관련되는 오류의 특성 및 영향요인은 실제 사건에 개입된 시험/

정비 오류의 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여러 문헌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향요인들

의 분석, 그리고 발전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적오류 예방 기법들에 대한 고려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수집 및 통합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었다. 오류모드별로 관

련있는 오류특성 및 영향인자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시험/정비 직

무에 대한 인적오류 분석 방법 및 절차를 구성하였다.

본 절에서는 먼저, 불시정지 유발 시험/정비 인적오류 사건 중 작업수행 오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PSF를 오류모드별로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기 연구

조사를 통하여 기 불시정지 사건에 개입한 수행오류 모드는 ‘오대상 선택’, ‘행위

누락’,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현장 오조치’ 등 네 가지 오류모드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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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표기 사건 설명
[오류모드]

유형 및 대상
오류 영향인자

시스템 영향

모드

‘Wrong Object’ – 계획된 대상과는 다른 대상의 선택

1차-PPM-울진

1_19880912_정

상_100%

원자로 정지차단기 시험 시,

B채널 시험 완료 후 B채널

정지 우회차단기 스위치를

닫고, A채널 차단기를

개방해야 할 단계에서 B채널

차단기 개방버튼을 조작함->

제어봉 전원공급 차단

[wrong

object]

이웃/유사

기기

조작-차단기

스위치

- 혼동 가능성 있는

인터페이스(기능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보호동작 회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HE)

- 시험 감독자가 시험 조작

(MAN)

- 절차서에 따라 단계적인

조작 결여(시험 감독/관리

관행) (SUP)

즉각적

원자로정지 신호

생성

오류모드별 수행영향인자 선정은 다음 세 단계로 수행된다: 1) 기발생 사건 분

석, 2) 문헌 검토, 3) 발전소 인적오류 저감 활동에 포함된 인적요소 검토. 마지

막 4) 절에서 각 단계의 영향인자를 오류모드별로 전반적으로 취합하여 제시하였

다.

가. 기발생 사건 분석을 통한 오류특성 및 영향인자 도출

시험/정비 직무에 대한 수행오류 모드별 오류특성 또는 오류영향인자(또는 오

류원인) 분석을 위하여 시험/정비 인적오류 사건 중 작업수행 오류로 인해 불시

정지가 발생한 24개 사건을 오류모드별로 분류하고, 오류모드별로 인적오류 발생

에 영향을 준 기여인자들을 정성적으로 도출하였다.

(1) ‘오대상 선택’ 오류모드 기여인자

불시정지 사건 중 작업자의 ‘오대상 선택’ 오류가 개입된 사건에 대해, 본 오류

모드 발생에 영향을 준 영향인자 분석을 표 3-10과 같이 수행하였다. 오류 영향

인자 분석은 인적오류 사건 분석 방법인 HuRAM을 근간으로 이루어졌으며,

HuRAM은 인적오류 원인 분류체계로서 Procedure, Human Engineering,

Training/Experience, Communication, Supervision, Management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정원대, 2009].

표 3-10. ‘오대상 선택’ 오류 사건에 대한 오류영향인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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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PPM-울진

6_20050629_정

상_100%

발전소 보호계통 채널기능시험,

‘가압기 저-압력 개시회로

우회기능시험’ 시, B채널 시험

중 인접한 'B채널 고-대수

출력 우회해제' 스위치를 조작,

MCR 시험요원이 관련 경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현장 요원에

의한 통보로 복구 조치(아마도,

급작스런 복구조치), 그러나

복구조치 시 이웃 채널(A)의

‘고-대수 출력 우회해제‘

스위치를 조작함 (PPM)

[wrong

object]

이웃/유사

기기

조작-스위치

(2회 연이어

발생)

- 1차적 오류: 근접/유사 대상

(HE)

- 1차 오류복구 실패요인:

주의소홀로 경보인식 못함

(HE)

- 2차 오류: 당황 또는 혼동

가능성(under the condition

of 인접/유사)

다중 인적오류로

동시

다중채널(2/4)

원자로정지 신호

형성

1차-CM-고리3

_19870418_정상

_100%

기기냉각수계통 해수측

열교환기 튜브청소 시

밀림(완충)탱크 출구밸브

HCV-277 대신 HCV-177

닫음(현장 운전원에게 지시 및

현장 운전원 조치)

[wrong

object] 유사

기기

조작-밸브

- 인터페이스 문제(명패 보완)

(HE)

- 다른 트레인의 밸브

조작(유사 혼동) (HE)

- 현장 운전원에게 지시 및

현장 운전원 조치 (COM)

- No supervision (SUP)

시스템 과도상태

유발(기기냉각수

펌프 흡입유량

상실 -> RCP

기기냉각수 상실

-> 원자로

수동정지)

1차-CM-울진4

_20040726_정상

_100%

CEAC Trouble 경보에 대한

대응조치로 CPC에 CEAC

고장상태 입력상수 변경 입력

시 오입력

[wrong

input] 그릇된

대상의 상수

입력 (‘wrong

object’의 한

형태로 봄)

- 요구되는 입력 상수와

시스템 연결 대상 번호와의

혼동 (요구되는 것(대상

또는 수치)과 다른 시스템

상의 일련번호와의 혼동)

(HE)

- 대상 인식을 위한

표지(라벨링) 결여 (HE)

원자로정지 신호

유발

2차-PPM-영

광1_19860920_

증강_33%

MSIV 동작시험 중 MSIV-108

이 완전개방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점검

수행(Omission) & Test Reset

Interlock 회로의 부적절한

Jumper Wire 연결(latent

failure)

[wrong

object]

(latent

failure) 회로

오결선

- 근접/유사 (HE)

다른 H/W

상태와 결합되어

문제 발생 ->

시스템

과도상태(증기발

생기 수위 저)

유발로 인한

원자로 정지

2차-CM-영광1

_19861115_정상

_93%

주급수펌프 'B' 보수를 위한

정지상태에서 주급수펌프 C

구동용 터빈의 실린더

부위에서 오일 누출, 현장

작업자가 주급수펌프 C 터빈

설비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펌프 수동 트립

핸들을 문손잡이로 착각함

[wrong

object]

유사모양의

기기

조작-트랩핸

들

- 인터페이스 유사성 (HE)

- 작업 현장 조도 및 설비

인식성 (HE)

- 설비 및 현장 친숙성

(TR/EP)

- No supervision (SUP)

- 현장 작업자에 의한 조치

다른 트레인

(주급수펌프

A)의 기능저하

문제와 결합하여

시스템

과도상태(증기발

생기 수위

저-저) 도달 및

원자로 정지

2차-CM-고리1

_19910503_정상

_100%

주변압기 보호용 브흐홀쯔

계전기 동작유무 확인 중

분리한 브흐홀쯔 계전기

단자에 잘못 연결

[ w r o n g

object] 유사

부품에 조작-

계전기 단자

- 유사성/근접성 (HE)

- 순간적 착각

- 관리 감독 결여(No

supervision) (SUP)

정지신호 발생에

의한 원자로정지

(회로 단락 ->

주발전기 변압기

정지계전기

동작,

터빈발전기 및

원자로 정지

2차-CM-고리3

_19860922_증강

_50%

발전소 수소가스 온도검출기

측정 시 인접한 다른 검출기를

측정

[wrong

object]

이웃/유사

부품

조작-온도검

출기

- 근접/유사 (HE)

- 작업계획서 작성 않음

(PR/MAN)

- 관리/감독 결여 (SUP)

정지신호 유발

(터빈 정지 ->

원자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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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CM-영광4

_19960515_정상

_100%

역변환기 정비작업 중 인접한

다른 차단기를 개방함

[wrong

object]

이웃/유사

기기

조작-차단기

- 근접/유사 (HE)

- 명판이 작고 기기번호 유사

(HE)

- 작업계획서 작성 않음

(PR/MAN)

전원상실로 인한

관련 계통 상실

-> 증기발생기

수위 ‘저’로 인한

원자로정지

2차-CM-울진5

_20050315_정상

_100%

발전소 제어계통 통신마스터

정비 중 건전한 이웃 카드의

연결핀 제거

[wrong

object]

이웃/유사

기기

조작-통신카

드

- 근접/유사 (HE)

- 외부 인력에 의한 행위

- 관리/감독 결여 (SUP)

한 채널

고장상태 &

다른 채널 동시

고장으로 시스템

과도상태(진공상

실 및

증기발생기 및

원자로냉각재계

통 압력 상승)

유발 -> 원자로

수동 정지

총 10개 사건에 대해 ‘오대상 선택’ 오류에 영향을 준 모든 인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근접/유사 대상(요구되는 대상과 근접해 있고 유사한 형태의 대상 존재)

(6회 사건에 반복 기여)

- 다른 트레인의 밸브 조작(유사 혼동)

- 서로 다른 시스템 개체(object)의 외형적 유사성(전혀 다른 성격의

대상이지만 외관상 유사한 특성이나 모양을 가진 대상이 작업 대상

근처에 존재함)

- 인간공학적인 배열 상 혼동가능성(위치 배열 등이 작업자의 인식 및

기능적 관점에서 어긋남)이 존재하는 대상

- 요구되는 특정 상수 입력 시, 혼동 가능한 인간공학적 문제의

존재(요구되는 특정 상수와 혼동 가능한 시스템 정보의 존재)

- 인터페이스 명패 인식성 결여

- 인터페이스 명패 작고 기기번호 유사

- 대상 인식을 위한 표지(라벨링) 결여

- 작업 현장 조도 및 설비 인식성

- 작업계획서 작성 않음 (2회 사건에 반복 기여)

- 설비 및 현장 친숙성

- 시험 감독자가 시험 조작

- 현장 운전원에게 지시 및 현장 운전원 조치

- 관리 감독 결여(No supervision) (5회 사건에 반복 기여)

- 외부 인력에 의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결여

- 절차서에 따라 단계적인 조작 결여(시험 감독/관리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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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표기 사건 설명

[오류모드]

유형 및

대상

오류 영향인자 시스템 영향 모드

‘Omission’ – 요구되는 절차 단계의 누락

1차-CM-영광2

_19871026_정상

_100%

RCS 유량전송기

교정/보수 작업을 위한

격리작업 시 계기 양단에

설치된 2개의 격리밸브

차단 않은 채 균압밸브

개방

[Omission]

절차단계

누락-사전조

치

- 작업계획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절차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따르지

않음(작업관리적 요소;

Supervision)

- 경험/교육훈련

부족(고장정비 특성)

계측기에 영향 ->

냉각수 저유량 신호

발생 (원자로 정지)

2차-PPM-영

광1_19960123_

정상_100%

원자로 보호설비

논리회로 기능시험

초기조건 중 시험모드

전환을 누락한 상태에서

시험수행하여 터빈정지

오신호를 발생됨

[Omission]

절차단계

누락-사전조

치

- 절차단계의 인식성(절차서

기술 수준): 관련

절차(단계)가 다른 유사

시험 단계들과 중첩되어

작성됨

- 절차서 상세성 수준: 시험

계기 위치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음

- 작업 시간: 야간작업,

피로감/스트레스

- 작업관리적 요소:

시험준비 및 절차준수

즉각적 정지신호 발생

(2) ‘행위 누락’ 오류모드 기여인자

‘행위 누락’ 인적오류는 5개 사건에서 발생되었으며, ‘사전 조치의 누락’, ‘복구

조치의 누락’, ‘상태확인 못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전 조치

의 누락’은 특정 대상의 시험 활동을 수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안정적인 시험 조

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누락하는 경우이며, ‘복구 조치의 누락’은 계

열 또는 전체 대상에 대한 시험 완료 후 정상상태(또는 특정상태) 로의 복귀 조

치 누락 형태를 말한다. 두 누락 조치의 형태는 일반적인 시험/정비 작업에서 전

형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의 형태이다. 다음으로 ‘상태확인 못함’ 형태의 누락은 모

두 비정상적인 H/W 상태의 확인 누락 유형으로서, 두 사건 모두 잠재적 H/W

고장 조건이 개입되어 있어 절차서 상에서 체계적인 상태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 적으로 확인이 매우 어려운 사건들로 파악되었다.

‘행위 누락’ 사건의 유형 중 ‘사전 조치의 누락’과 ‘복구 조치의 누락’은 성격상

유사한 면을 띠고 있으므로 영향인자와 영향모드 고려에 있어서 동일하게 고려

한다. 5개 ‘행위 누락’ 사건에 대한 영향인자 분석 결과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행위 누락’ 오류 사건에 대한 오류영향인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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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PPM-고리

2_19860226_정

상_100%

노외핵계측계통 출력영역

정기시험에서 N-42 계열

시험완료 후 시험선택

스위치를 정상위치로

복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N-43 계열

시험스위치를 ‘시험위치’로

전환함 -> 2/4 논리회로

형성

[omission]

절차단계

누락-복구조

치

(시험 절차서 존재함)

- 시험 수행자의 누락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은 보고서

상에 기술되어 있지

않음(주의소홀)

- 시험 행위에 대한 감독

없음(No supervision)

한 계열 불이용

상태에서 다른 계열

동시 불이용 상태 형성

-> 즉각적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1차-PPM-울진

2_19970117_정

상_100%

비상정지 논리시험인

출력영역 고중성자속

저설정치 정기시험에서

정상적인 시험 수행 후

inhibition 신호

제거했으나 접점

불량으로 신호 전송되지

않아 결국 원자로 정지

차단기가 개방되는

상태가 됨.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시험완료 후

원자로정지 우회차단기를

개방하여 RT 발생

[omission]

원자로정지

차단기의

개방 사건을

확인하지

못함

- 원자로정지 차단기의 개방

사건 자체가 HW(Block

Relay) 오동작으로 인한

의외적 사건으로

발생되었음

- 원자로정지 차단기 상태등

전구고장 상태 (관리적

요인)

- 전산기록지 기록

확인않음(1시간 20분

동안)

- 시험 절차서 상에

계통복귀 절차가

없었음(체계적으로 확인할

절차가 없었음)

[원자로정지 차단기

오동작 개방 상태] &

[원자로정지

우회차단기 개방] ->

즉각적 원자로 정지

신호 발생

2차-PPM-영

광1_19860920_

증강_33%

MSIV 동작시험 중

MSIV-108 이 완전개방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점검 수행(Omission)

& Test Reset Interlock

회로의 부적절한 Jumper

Wire 연결(latent failure)

[Omission]

상태확인

못함

- 인적오류에 의한 잠재적

H/W 문제로 인해 설계상

확인가능한 상태를

확인못함

- 절차서 상의 초기조건

확인 절차 없음

[과도상태 발생으로

인한 정지신호 발생]

MSIV 급속 닫힘 및

주증기관 압력 상승,

증기발생기 수축

현상으로 증기발생기

저-저 수위 신호로

원자로 정지

‘사전 조치의 누락’과 ‘복구 조치의 누락’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취합하여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수행오류의 성격상 절차서 상에 사전조치와 복구조치에 대한

기술은 되어있는 것으로 고려한다.

- 시험 수행자의 주의 소홀

- 절차단계의 인식성 수준: 관련 절차단계가 다른 유사 시험 단계들과

중첩되어 작성됨

- 절차단계의 상세성 수준: 시험 계기 위치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음

-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No supervision)

Ÿ 절차의 단계적 진행 결여(작업관리 요소)

Ÿ 작업 수행에 대한 확인 결여(작업감독 문제)

- 경험/교육훈련 부족(특히, 고장정비의 경우)

- 작업 시간: 야간작업, 피로감/스트레스

(3)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오류모드 기여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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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는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사건에 대한 영향인자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사건보고서를 근거로 한 영향인자 분석결과 상으로는, 뚜렷한 인적오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작업자의 부주의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에 대

한 사전 평가에 대한 고려 미흡, 또는 작업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친숙성 결여

등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관점에서의 오류 영향요인 외에, ‘작

업방법 관련 부주의’ 유형에는 작업 시 요구되는 작업 방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적 취약성이 오류 발생에 결부되어 있다. 작업 방법의 고유적 취약성에 기인한

오류의 대부분은 작업 방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리, 이탈 및 이완 형태로 발생

된다.

표 3-12.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오류에 대한 오류영향인자 분석

사건 표기 사건 설명
[오류모드]

유형 및 대상
오류 영향인자 시스템 영향 모드

‘Too Little’ – 불충분한 힘 또는 노력의 부가

2차-PPM-영광

4_20040512_증

강_30%

주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위한 시험용 단자가 확실하게

고정되지 못함(시험 중 이탈)

[Too little]

시험용 단자

- 작업 부주의(?)

(사건보고서 상에 뚜렷한

원인 제시 안 되어 있음)

회로개방에 따른

보호계통 동작

2차-CM-고리2

_19870709_정상

_100%

경보 관련 접지 개소 점검

'+' 에 Clip 을 끼우고

점검하던 중 Clip의 자중과

Clip의 탄력부족으로

미끄러짐 '-' 단자와 단락

[Too little]

클립

- 작업 부주의(?)

- 작업 관리/감독 미흡

관련 전원상실 및

시스템 전파

2차-CM-고리1

_20050429_증강

_75%

여자기 제어기 신호 접지선

보강 작업 임시접지 체결

부위의 이완 및 접촉불량

[Too little]

신호 접지선

임시접지

체결

- 작업 부주의(?)

(사건보고서 상에 뚜렷한

원인 제시 안 되어 있음)

관련 전원상실 및

시스템 전파

2차-CM-울진1

_19971206_정상

_100%

발전기 여자기 외함 내부

형광등 교체 작업 중 형광등

소켓 이탈, 발전기 여자기로

유입, 전원계통 상실

[Too little]

형광등 소켓
- 작업 부주의

관련 전원상실 및

시스템 전파

2차-PM-영광2

_19921022_계획

예방_0%

주급수 펌프 커플링 슬리브

보수 및 정비 불량 ->

슬리브 파손

[Inadequate]

커플링

슬리브

- 사건보고서 상에 뚜렷한

원인 제시 안 되어 있음(

- 슬리브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정비의

어려움으로 추정

정상운전중

슬리브 파손,

과도상태 유발 및

원자로정지

2차-PM-월성1

_19930123_계획

예방_0%

증기발생기 수위제어밸브의

패킹 정비 미숙(패킹을

과도하게 조이거나

불균일하게 조임)

[Inadequate]

밸브 패킹

- 사건보고서 상에 뚜렷한

원인 제시 안 되어 있음

- 밸브 패킹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정비의

어려움으로 추정

운전중

수위제어밸브

고착,

급수조절기능

상실, 과도상태

유발 및

원자로정지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유형에 대한 오류 영향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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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표기 사건 설명
[오류모드]

유형 및 대상
오류 영향인자 시스템 영향 모드

‘Wrong Action’ – 의외적 행위의 유발

1차-PPM-월

성1_20040630_

정상_100%

정상 출력운전 중 화재예방공사

수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감속재

시험 유량 밸브(FCV203) 오접촉

개방

[wrong action]

작업중 오접촉

- 작업환경 또는

작업공간

- 중요 기기의 근접성

관련 전송기

기능실패를 통한

시스템 내 전파

1차-CM-영광2

_19931215_정상

_100%

SCD 전력함 전원공급기

교체작업 시 공간협소로

이동권선용 전류조절기의

방열판과 SCD 전력함

전원공급기의 부착용 지지판이

순간 접촉됨

[wrong action]

작업중 오접촉

- 작업공간 협소

- 작업도구/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접촉

가능성

제어봉 구동전원

접지, 제어봉

낙하

2차-CM-영광1

_19870918_??_3

0%

유위 경보발생 원인 추적

유위스위치 뚜껑 고착으로

지나친 힘의 부가, 이웃한 터빈

제어유 펌프 정지용 유위 스위치

오접촉

[wrong action]

작업중 오접촉

- 의외적인 기기 고착

발생(인적행위 요구)

- 작업공간 및 중요

기기의 근접성

신호 발생 및

전파에 의한

원자로 정지

- 작업 방법의 고유적 취약성 내재(분리, 이탈, 이완 가능성 등) 또는 영구적

안정성이 결핍된 방법(예: 시험용 단자 체결, 클립으로 단자 연결,

임시접지 체결 등)

- 작업 방법, 대상,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 경험이나 친숙성 결여

- 관리/감독 요인:

Ÿ 작업 전 작업에 대한 취약성 및 영향 평가 수준

Ÿ 작업에 대한 확인 등 감독 수준

Ÿ

(4) ‘현장 오조치’ 오류모드 기여인자

표 3-13은 ‘현장 오조치’ 사건에 대해 오류 영향인자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현장 오조치’ 유형은 대부분 ‘현장 작업 중 주변기기의 의도하지 않은

오접촉’ 형태를 띠고 있다. 다분히 상황의존적인 행위를 보이는 형태도 있으나,

이러한 오류는 사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유형들이다.

표 3-13. ‘현장 오조치’ 오류 사건에 대한 오류영향인자 분석

‘현장 오조치’ 오류에 대한 영향인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작업공간 협소

- 중요 기기(과도상태 및 원자로정지 유발 가능 기기)의 근접성

- 작업도구/장비의 사용



- 36 -

영향인자 출처 오류모드에의 영향 대표 인자

작업 절차서

- Availability

- Type

- Quality

- Level of detail

- Margin on

interpretation

인간공학 설계

- Inadequate ergonomic

design of work place

- Panel/Screen layout:

reachability, visibility,

coding/labeling,

compatibility, state of

arrangement

- 장치의 표시와 지침이

보기 어렵다

- 핸들/레버/스위치 등의

조작 기구가 다루기

어렵다

Gerdes

Rasmussen

Gerdes

Yoshino

Yoshino

절차서 상의 구체적

문제(취약성)에 따라

오류모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즉, 문제의

성격에 따라 Wrong

Object 및 Omission에

각각 영향을 미침)

- 주로 wrong object에

영향

- 주로 wrong object에

영향

- 주로, 유사 장치

선택과 같은 wrong

object 유발과 관련됨

- 주로, 불완전 행위

또는 Omission을

유발함

작업 절차서:

- 절차서

유무(availability)

- 절차 내용의

상세성(detailedness)

- 절차 내용의

명확성(clearness)

- 절차 단계의

인식성(conspicuousnes

s)

인간공학 설계:

- 장치 및

인식표(label/tag)의

가시성(visibility):

공간적 위치 및 시각적

인식성

- 장치의 패널 상 배열

- 장치의 번호, 배열

등의 인간공학적

양립성(compatibility)

- 조작 기구의 공간적

배치 및 사용 편이성

나. 문헌검토를 통한 영향인자 도출

CSNI [Rasmussen, 1981], THERP [Swain, 1983], Reason's [Reason, 2003],

Whalley's [Whalley, 1987], Gerdes' [Gerdes, 1997], Kim's [Kim, 2003],

Yoshino's [Yoshino, 1996], Toriizuka's [Toriizuka, 2001] 등으로부터 시험/정비

작업 시 수행오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인자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 문헌에서

제시하는 인자들과 주로 영향관계가 있는 오류모드들을 선정하였고, 각 영향인자

그룹별로 대표 인자들을 구성하였다. 본 절에서 선정한 대표 PSF 인자 및 오류

모드에의 영향분석 결과는 ‘라. 오류모드별 영향인자 취합’에서 활용된다. 문헌검

토를 통한 PSF 도출 내용을 표 3-14에 제시하였다.

표 3-14. 문헌검토를 통한 영향인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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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없다

교육/훈련/경험

- Inadequate general task

training and instruction

- Previous

Training/Experience

- Cognitive

characteristics: attention,

skill, knowledge,

experience, training

- Physical characteristics:

motor skills

- Task characteristics:

frequency and familiarity

of task

- 작업에 대한

경험/교육/훈련이 부족한

작업자가 있다

- 개개의 작업 경험이

있어도, 장치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작업자가

있다

- 조작과 수순 전체의

흐름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작업자가 있다

의사소통

- Clarity in speaking

- Standardization in

instruction/information

delivery

- Media of

instruction/information

delivery

- Interference in

communication

Yoshino

Rasmussen

Swain

Gerdes

Gerdes

Gerdes

Yoshino

Yoshino

Yoshino

Gerdes

Kim

Kim

Gerdes

- 주로, misreading을

유발함

- 전반적으로 모든 오류

가능성과 관련이 있음.

- 주로 wrong object,

omission도 가능

교육/훈련/경험

- 작업내용 지식 및 수행

기술에 대한 전반적

익숙함 수준

의사소통:

- 불분명한 의사전달:

혼동 가능성있는

발음의 유무, 정보의

누락(정보누락

가능성은 다수 정보

전달 필요 시 고려하는

것으로 함)

- 의사전달 과정의

표준화(관행적 부분;

3-way comm. 등)

- 의사전달 매개체의

건전성



- 38 -

- Noise

작업환경

- Light (or illumination)

- Dark lighting(작업장이

어둡다)

- Loud noise / Large

vibration (작업장의

소음과 진동이 크다)

- Movement Constriction

- Incomplete arrangement

of work place

- Narrow and

inconvenient work space

(작업 장소와 터전이

좁고 불안정하다)

작업관리

- Time of day (or

Circadian rhythm)

- Day shift or Night shift

- Work Hours/Work

Breaks

- Physiological stressor:

Fatigue

- 심야와 조조의 작업이다

작업 특성

- Work Methods

- Motor Requirements:

speed, strength,

Rasmussen,

Swain,

Whalley

Rasmussen,

Swain,

Whalley

Toriizuka

(Yoshino)

Toriizuka

(Yoshino)

Swain

Toriizuka

Toriizuka

(Yoshino)

Gerdes,

Swain,

Whalley,

Hollnagel,

Reason

Rasmussen

Swain

Swain,

Gerdes

Yoshino

Swain

Swain

- 주로 wrong object 와

관련

- 주로 wrong object와

관련

- 주로 wrong action과

관련

- 주로 wrong action과

관련

- 주로 wrong action과

관련

- 전반적인 오류 발생

정도에 영향

- 작업방법 고유의

취약성 관련 오류

- 작업요건 취약사항

관련 오류

-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작업장의 소음,

진동 등 작업환경적

요인

작업환경:

- 작업장

조도(illumination)

- 작업장 소음/진동

(의사소통 영향요인과

중복): 진동은 수행

정밀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간적 협소 및

배열/정리정돈 수준

작업관리:

- 작업 시점(time of

day)

- 작업소요 시간(피로도)

(관리적 요소)

작업 특성:

- 작업 방법과 방법에

따른 고유적 작업

취약성

- 작업 성공 요건: 속도,

힘, 정밀도 등

- 유사 직무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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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 Mental load: Continuity

of similar tasks

- 구체적으로 무리한

동작과 자세가 요구되는

작업이다(Demand

difficult movement and

posture)

- 보호구 등이 작업에

방해되는

작업이다(Protective

clothing or safety

devices are obstructive)

작업 관행

- State of Current

Practice or Skill

Toriizuka

Yoshino

(Toriizuka)

Yoshino

(Toriizuka)

Swain

- 유사직무간 혼동

가능성(직무특성에

따라 오류모드 결정)

- Inadequate

performance

- 주로 wrong action과

관련

- 전반적인 오류 발생

정도에 영향

- 신체적으로 무리한

동작과 자세가 요구됨

- 보호구 또는 장비 등의

사용이 요구됨

작업관행:

- 작업진행 방식,

의사소통, 작업관리 등

작업진행 전반에 관한

관행

다. 인적오류예방 기법의 활용

본 절에서는 작업과 관련된 설계적, 환경적 영향요인 외에 참조 발전소에서 인

적실수 저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인적실수 예방 기법’을 정리하며, 이들 기법

들의 적용 수준을 고려하여 시험/정비 시의 인적오류 가능성 파악에 있어서 영

향인자로 고려한다.

현재 참조 발전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적오류 예방 기법’을 참조 발전소에서

발간한 표준기술행정 절차서를 기반으로 정리한다[표준기행 운영-08].

Ÿ 자기진단(Self-Check): 직원 개개인이 세부항목에 대한 주의력을 집중시키

기 위해 분명하게 판단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인적행위 기법으로

STAR(Stop, Think, Act, Review)라고 지칭한다. 원전의 정비, 운전, 시험

관련 작업 활동에 적용되며 자기진단은 일정거리에서 관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수행한다.

Ÿ 동료점검(Peer Check): 기기조작 및 정비작업 시 대상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동료직원으로부터 점검받는 방법으로 확인기법을 사용하는

기기조작 및 작업항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료점검자는 조작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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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시각 및 청각적으로 확실히 인지시켜 주어

야 한다.

Ÿ 동시확인(Concurrent Verification): 발전소 안전 및 출력에 즉각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기기조작 및 정비작업에 적용하며 대상 기기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보유한 두 명의 직원이 동시에 절차를 확인 후 기기조작 및

작업을 수행한다. 절차서 또는 작업계획서의 동시확인이 요구되는 항목은

사전에 명시되어야 한다.

Ÿ 독립확인(Independent Verification): 오조작의 결과가 발전소 안전 및 출력

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일정시간 경과 후 과도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기기조작 및 작업항목에 적용한다. 조작자가 우선 기기배열을 수

행 후 별도의 직원이 인적실수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절차서 또는 작

업계획서의 독립확인이 요구되는 항목은 사전에 명시되어야 한다.

Ÿ 의사소통 재확인기법(3-Way Communication): 발전소 운전변수 정보교환

및 기기조작시 전달자 지시사항에 수신자의 응답상태가 일치한 경우에만

다음 절차 수행 및 기기조작을 승인하는 인적실수 예방기법으로,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로 지시하며 수신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확한 기기명 전달을 위해 필요시 음표문자를 사용한다.

Ÿ 사전점검(First Check): 기기조작 전 작업전 회의(Pre-Job Briefing)의 내용

과 현장기기 상태가 일치한 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제어실 및 작업감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Ÿ 인식표 부착(Flagging): 조작 대상 스위치 및 기기에 정확한 구분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부착하여 오조작을 방지하는 인적실수 예방기법

Ÿ 운전방벽 설치(Operational Barriers): 조작대상 기기의 인접한 위치에 동일

기능 및 모습이 유사한 기기가 있는 경우 방지커버 등 물리적인 격리를 통

해 오조작을 방지하는 인적실수 예방기법

Ÿ 작업중지(OOPs, Outside of Procedure, Parameter or Processes Stop): 기

기조작 및 작업수행 중 절차서 오류 발견, 비정상적인 운전변수 변화 및

경보 발생 등 예상과 다른 상황 발생시 필요한 안전조치 수행 후 모든 작

업을 중지하고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는 인적실수 예방기법

Ÿ 절차서 준수(Procedure Use & Adherence): 발전소 안전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절차서 및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절차서 사용

중 불확실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의 판단을 배제하고 관련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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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상 선택 오류모드 관련 영향인자 취합 출처

Ÿ ‘오대상 선택’ 오류의 기본 잠재성 결정 인자

- 요구되는 대상과 근접해 있고 유사한 형태의 대상 존재

- 다중 트레인이 존재하는 대상

- 전혀 다른 성격의 대상이지만 외관상 유사한 특성이나

모양을 가진 대상이 작업 대상 근처에 존재함

- 인간공학적인 배열 상 혼동가능성(위치 배열 등이

작업자의 인식 및 기능적 관점에서 어긋남)이 존재하는

대상

- 대상의 조작행위 외에 특정 행위(특정 상수 입력 등)

요구 시, 혼동 가능한 인간공학적 문제의 존재(요구되는

특정 상수와 혼동가능한 시스템 정보의 존재)

- 절차 내용의 상세성(detailedness)

- 절차 내용의 명확성(clearness)

- 장치의 패널 상 배열

- 장치의 번호, 배열 등의 인간공학적

양립성(compatibility)

- 조작 기구의 공간적 배치 및 사용 편이성

Ÿ 오류발생 정도에 기여하는 인자(오류 관리 인자)

- 인터페이스 명패 존재여부 및 인식성(크기, 선명성,

사건분석

"

"

"

"

문헌검토

"

"

"

"

사건분석

보유한 직원에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Ÿ 작업전 회의(Pre-Job Briefing): 발전소 안전 및 출력 운전에 영향을 미치

는 운전, 시험 및 정비 작업시 업무 수행자 전원이 참여하여 업무 수행의

목적과 주요항목, 역할과 책임, 인적실수 발생 요소 및 방지 수단 등을 설

명, 토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업무가 완수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실수 예

방기법

라. 오류모드별 영향인자 통합

앞 단계에서 정리한 영향인자 들을 오류모드별(즉, 오대상 선택, 행위 누락, 작

업 방법 관련 부주의, 현장 오조치)로 전반적으로 취합/정리하여 표 3-15, 3-16,

3-17, 3-18에 각각 제시하였다. 여기서 취합한 오류모드별 영향인자는 다음 절에

서 소개할 인적오류 분석 절차에서 활용하게 된다.

표 3-15. ‘오대상 선택’ 오류모드 관련 영향인자 취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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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누락’ 오류모드 관련 영향인자 취합 출처

- 시험 수행자의 주의 소홀

- 절차단계의 인식성 수준 (e.g., 관련 절차단계가

다른 유사 시험 단계들과 중첩되어 작성됨)

- 절차단계의 상세성 수준: 시험 계기 위치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음

-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no supervision)

․ 절차의 단계적 진행 결여(작업관리 요소)

․ 작업 수행에 대한 확인 결여(작업감독 문제)

- 경험/교육훈련 부족(특히, 고장정비의 경우)

- 작업 시간: 야간작업, 피로감/스트레스

- 작업관리: 작업시점(time of day)

- 작업관리: 작업 소요시간(피로도)

- 교육/훈련/경험

- 작업 관행

사건분석

사건분석, 문헌검토

사건분석, 문헌검토

사건분석

사건분석

사건분석

문헌검토

문헌검토

문헌검토

문헌검토

차별성 등)

- 장치 및 인식표(label/tag)의 가시성(visibility): 공간적

위치 및 시각적 인식성

- 작업 현장 조도 (인식성)

- 의사소통 필요 시, 작업 현장 소음 (정보전달 품질)

- 의사소통 필요 시, 요구되는 대상과의 발음 유사성

(정보전달 품질)

- 불분명한 의사전달

- 의사전달 과정의 표준화

- 의사전달 매개체의 건전성

- 작업 절차서/계획서 존재(또는 작성) 여부

- 대상 설비 및 현장 친숙성 (또는 대상에 대한 작업

빈도)

- 교육/훈련/경험: 작업내용 지식 및 수행 기술에 대한

전반적 익숙함 수준

- 작업관리: 작업시점(time of day)

- 작업관리: 작업 소요시간(피로도)

-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절차에 따른 단계적 조작,

작업에 대한 독립/동시 확인 등)

- 외부 인력 포함 시, 외부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수준

- 작업 관행

문헌검토

사건분석, 문헌검토

사건분석, 문헌검토

사건분석

문헌검토

문헌검토

문헌검토

사건분석

"

문헌검토

문헌검토

문헌검토

사건분석

"

문헌검토

표 3-16. ‘행위 누락’ 오류모드 관련 영향인자 취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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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작업방법 및 대상 관련 부주의’ 오류모드 관련 영향인자 취합 결과

‘작업방법 및 대상 관련 부주의’ 오류모드 관련

영향인자 취합
출처

- 작업 방법 고유의 취약성 내재(분리, 이탈, 이완

가능성 등) 또는 영구적 안정성이 결핍된 방법(예:

시험용 단자 체결, 클립으로 단자 연결, 임시접지

체결 등)

- 작업 방법(work methods)

- 작업 (성공) 요건: 속도, 힘, 정밀도 등

- 작업 방법, 대상,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 경험이나

친숙성 결여

- 관리/감독 요인:

․ 작업 전 작업에 대한 취약성 및 영향 평가 수준

․ 작업에 대한 확인 등 감독 수준

- 작업관리: 작업시점(time of day)

- 작업관리: 작업 소요시간(피로도)

- 교육/훈련/경험

- 작업 관행

사건분석

문헌검토

문헌검토

사건분석

사건분석

문헌검토

문헌검토

문헌검토

문헌검토

표 3-18. ‘현장 오조치’ 오류모드 관련 영향인자 취합 결과

‘현장 오조치’ 오류모드 관련 영향인자 취합 출처

- 작업공간 협소

- 중요 기기 (과도상태 및 원자로정지 유발 가능

기기)의 근접성

- 작업도구/장비의 사용

- 보호구 또는 장비 등의 사용이 요구됨

- 공간적 협소 및 배열/정리정돈 수준

- 작업관리: 작업시점(time of day)

- 작업관리: 작업 소요시간(피로도)

- 교육/훈련/경험: 작업공간에 대한 지식 등

- 작업 관행

사건분석

"

"

문헌검토

문헌검토

문헌검토

문헌검토

문헌검토

문헌검토

3. 시험/정비 인적오류 예측 분석 절차 개발

앞 절에서 도출한 인적오류 특성과 영향인자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시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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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대표적인 오류형태인 ‘오대상 선택’, ‘행위 누락’, ‘부주의 조치’, ‘현장 오조

치’에 대한 상세 오류 예측 분석절차를 개발하였다. ‘행위 누락’ 오류에 대해서는

‘시험전 주요조치의 누락’ 절차와 ‘시험후 복귀조치의 누락’ 절차로 각각 분류하

였다. 시험/정비 직무에 대한 오류 가능성 분석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한 직무분석 단계로서 주어진 직무의 특성 또는 성격

을 분석하여 관련있는 오류모드와 매칭시켜 주는 단계이다. 오류모드와 관련있는

기본적인 직무의 성격이나 특성 또는 작업환경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가능한 오

류유형 분석 절차를 선정하게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선정한 오

류모드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시정지 유발 오류 가능성을 판단하고, 관련 영향인

자의 분석을 통하여 오류의 정성적 가능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가. 직무 특성 및 성격 분석

본 단계는 특정 오류모드에 대한 구체적인 오류가능성 분석 이전에 주어진 직

무에 대하여 분석 대상 오류모드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로 사용된다. 이를 위하여

오류모드와 관련있는 기본적인 직무의 성격이나 특성 또는 작업환경 요인을 그

림 3-4와 같이 선정하고 관련있는 오류모드 발생 가능성 분석 절차와 연결시켰

다.

직무성격(task property) 분석
(복수 선택 가능)

q 특정 대상 기기/부품에(또는 기기/부품을
이용하여) 조치를 취하는 직무

q 시험을 위한 사전 조치(e.g., 시험모드 설정, 
밸브 배열, …)

q 시험 후 복귀 조치(e.g., 밸브 배열 원위치, 
펌프 운전 원상태 복귀, …)

q 작업 성격 또는 작업 방법이 영구적 방법이
아닌 임시성을 띠는 경우(e.g., 임시 클립/단
자 체결, 전기 배선의 임시적 연결, …)

q 공간이 협소한 현장 작업 또는 작업 도구의
사용(e.g., 사다리 이용, 좁은 공간에서의 작
업도구 활용, …)

‘오대상 선택’ 가능성 분석

‘사전조치 누락’ 가능성 분석

‘복귀/전환 조치 누락’ 가능성 분석

‘작업방법관련 부주의’ 가능성 분석

‘현장 오조치’ 가능성 분석

그림 3-4. 직무 특성 및 성격 파악을 통한 오류유형 도출 선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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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tep 1: ‘오대상 선택’ 잠재성 분석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오대상 선택 가능성을 고려한다.

o 조치 대상과 유사한 모양의 다른 기기 및 부품이 인접하여 존재함 (패널 배치

확인) => 직접적으로 이웃한 대상을 잠재적 ‘오대상’으로 고려

o 조치 대상 기기 및 부품이 다중 계열/채널 중 어느 하나인 경우 (근접성과 별개)

=> 근접한 다른 계열/채널을 잠재적 ‘오대상’으로 고려

o 절차서, 인터페이스 또는 기기배치 상의 인간공학적 결함으로 인한 혼동가능성

존재 (절차서에 명시적으로 대상기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표기함,

기기/부품의 배열이 비일관적 순서로 배치됨 등) => 배열상 혼동가능성 있는

대상을 잠재적 ‘오대상’으로 고려

o 특정 상수 입력 등의 요구 시, 혼동 가능한 인간공학적 문제의 존재 (요구되는

특정 상수와 혼동가능한 시스템 정보의 존재) => 혼동가능성 있는 입력정보를

잠재적 ‘오정보’로 고려

n Step 2: ‘오대상 선택’의 시스템 영향 평가

잠재적 오대상에 조치를 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영향을 평가한다.

직접적인 트립유발 및 기기정지 신호 생성, 연동신호 생성 등으로 인한 터빈 및

원자로 트립, 과도상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다.

o 오대상 조치로 인한 신호발생 등으로 즉각적인 터빈 또는 원자로 정지 가능성을

평가한다.

o 오대상에 대한 조치로 인해 변경되는 시스템의 배열 상태 또는 기기 운전

상태를 고려하여 과도상태 유발 가능성, 터빈 및 원자로 정지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때, 이전 단계의 절차에 따른 조치로 인한 시스템 배열 상태 및

이후 단계의 조치로 인한 시스템 배열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o 기타 (시스템 상태에 따른 고유 특성 등…)

o 해당 직무가 ‘사전 또는 복귀/전환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오대상 선택’으로

나. 오류모드별 인적오류 분석 절차

각 오류모드 예측 분석절차는 3단계의 세부 분석 단계로 구성되며, 첫 번째 단

계는 오류모드 잠재성 분석, 두 번째 단계는 오류모드의 시스템 영향 평가, 세

번째 단계는 오류 영향요인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개의 오류유형에 대한

오류발생 가능성 분석 절차를 다음 표 3-19 에서부터 표 3-23에 걸쳐 제시한다.

표 3-19. ‘오대상 선택’ 오류 가능성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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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대상 기기/부품’에 대한 조치 누락과 관련된 시스템 영향평가는 ‘(사전

또는 복귀/전환) 조치 누락’ 가능성 절차에서 분석한다.

n Step 3: ‘오대상 선택’ 영향요인 분석

오류의 시스템 영향이 확인되면, 오류 발생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o 절차서 혹은 작업계획서 존재여부 및 작성 수준

o 절차서 혹은 작업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음

o 대상 기기/부품 또는 행위에 대하여 상세성 또는 명시성이 결여되어 있음

(예: 작업 대상 번호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음)

o 대상 설비나 작업 현장에 대한 경험/교육/훈련 유무 (설비 및 현장 친숙성)

o 설비나 작업현장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음 (예: 고장정비 작업)

o 대상 기기/부품 라벨(명패)의 존재여부 및 인식성

o 라벨(명패)이 존재하지 않음

o 라벨(명패)이 주변의 유사 기기/부품의 라벨(명패)과 차별성이 있지 않음

o 라벨(명패)의 크기가 작거나 선명하지 않음

o 대상 기기/부품 또는 라벨(명패)의 설계적/구조적인 특성 또는 물리적인 설

치 위치로 인하여 작업자의 육안 확인이 어려움

o 작업장의 약한 조도로 인하여 육안 확인이 어려움

o 의사소통 적절성

o 작업장의 진동/소음이 존재하여 적절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음

o 기기명/부품명/번호 등에서 유사한 발음 가능성이 존재함

o 의사전달 매개체의 상태가 건전하지 않음

o 작업자간 의사전달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표준 의사전달 체계를

준수하고 있지 않음

o 대상 기기/부품의 작업전 인식표 부착 여부 및 오조작 방지용 덮개 설치 유무

o 절차서 상의 주의 표시 및 작업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동시확인/독립확인) 대상

여부

o 기타 작업 관리적 요소

o 작업 수행 시점이 야간 또는 이른 새벽 동안에 이루어짐

o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 시간이 규정 작업 시간을 초과함

o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동시확인/독립확인 준수여

부 포함)

o 외부 인력 포함 시, 외부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o 작업전 회의 시, 본 오류의 가능성 및 영향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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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tep 1: 중요 ‘사전조치’의 파악

시험/정비 대상에 대한 적절한 시험/정비 및 발전소의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하여

수행되는 중요 사전조치를 파악한다.

o 시험 전 달성되어야 할 발전소 초기조건 형성과 관련된 조치

o 시험/정비 대상에 대한 시험/정비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사전 단계의 조치(예,

시험모드 전환, 밸브 배열, …)

o 기타 중요조치로 고려되는 사전 조치

n Step 2: ‘사전조치 누락’의 시스템 영향 평가

사전조치를 누락한 상태에서 시험/정비 작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영향을 평가한다.

o ‘사전조치’ 누락으로 인한 시험/정비 작업으로 과도상태 발생 가능성과 신호생성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터빈 및 원자로 트립 유발 가능성을 평가한다.

o 기타 (시스템 상태에 따른 고유 특성 등…)

n Step 3: ‘사전조치 누락’ 발생의 영향요인 분석

오류의 시스템 영향이 확인되면, 오류 발생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o 절차서 혹은 작업계획서 존재여부 및 작성 수준

o 절차서 혹은 작업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음

o 요구되는 사전조치 행위에 대하여 상세성 또는 명시성이 결여됨

o 요구되는 사전조치 행위에 대한 절차단계의 인식성이 결여됨(예: 유사 조치가

반복되어 기술됨)

o 다수의 세부 조치가 요구되는 행위

o 작업에 대한 경험/교육/훈련 정도

o 작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음(예: 고장정비 작업) (또는 교육/훈련이 빈약함)

o 절차서 상의 주의 표시 및 작업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동시확인/독립확인) 대상

여부

o 기타 작업 관리적 요소

o 작업 수행 시점이 야간 또는 이른 새벽 동안에 이루어짐

o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 시간이 규정 작업 시간을 초과함

o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 절차 수행을 단계 단계적으로 (확인하며) 진행함

＿ 동시확인/독립확인 준수여부

o 외부 인력 포함 시, 외부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o 작업전 회의 시, 본 오류의 가능성 및 영향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표 3-20. ‘사전조치 누락’ 오류 가능성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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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tep 1: ‘복귀/전환 조치’의 파악

특정 계열/채널 또는 전체 계통에 대한 시험/정비 작업을 완료한 후 원위치 또는

특정 상태로의 전환 조치가 필요한 주요 조치를 파악한다.

o 특정 계열/채널에 대한 시험/정비 작업 완료 후 관련 기기들의 원위치 또는 특정

상태로의 전환 조치

o 전체 계통에 대한 시험/정비 작업 완료 후 관련 기기들의 정상상태(또는 특정

상태)로의 전환 조치

o 기타 상황에서 요구되는 복귀/전환 조치들

n Step 2: ‘복귀/전환 조치 누락’의 시스템 영향 평가

특정 계열 및 전체 계통에 대한 ‘복귀/전환 조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다음 계열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거나 발전소의 정상 또는 기타 운전 상태에 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영향을 평가한다.

o 특정 계열/채널에 대한 ‘복귀/전환 조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다음 계열/채널에

대한 시험/정비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전소 시스템에 미칠 과도현상,

출력감발, 터빈 및 원자로 정지 유발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때, 이전 계열의

‘복귀/전환 조치’ 누락으로 인해 형성된 배열 상태와 다음 계열에서 절차 진행에

따라 예상되는 배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영향 가능성을

평가한다.

o 전체 계통에 대한 ‘복귀/전환 조치’를 누락한 상태에서 발전소의 정상 또는 기타

운전 상태로 진입될 경우에 발생 가능한 영향을 평가한다.

o 기타 (시스템 상태에 따른 고유 특성 등…)

n Step 3: ‘복귀/전환 조치 누락’ 발생의 영향요인 분석

오류의 시스템 영향이 확인되면, 오류 발생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o 절차서 혹은 작업계획서 존재여부 및 작성 수준

o 절차서 혹은 작업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음

o 요구되는 사전조치 행위에 대하여 상세성 또는 명시성이 결여됨

o 요구되는 사전조치 행위에 대한 절차단계의 인식성이 결여됨(예: 유사 조치가

반복되어 기술됨)

o 다수의 세부 조치가 요구되는 행위

o 작업에 대한 경험/교육/훈련 정도

o 작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음(예: 고장정비 작업) (또는 교육/훈련이 빈약함)

o 절차서 상의 주의 표시 및 작업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동시확인/독립확인) 대상

여부

표 3-21. ‘복귀/전환 조치 누락’ 오류 가능성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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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 작업 관리적 요소

o 작업 수행 시점이 야간 또는 이른 새벽 동안에 이루어짐

o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 시간이 규정 작업 시간을 초과함

o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 절차 수행을 단계 단계적으로 (확인하며) 진행함

＿ 동시확인/독립확인 준수여부

o 외부 인력 포함 시, 외부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o 작업전 회의 시, 본 오류의 가능성 및 영향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n Step 1: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조치’ 가능성의 파악

절차 상에 요구되는 작업 방법이 영구적인 안정성이 결여되어 확실히 조치하지

않을 경우 분리/이완/오접촉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주의’로 인한 ‘불확실한

고정’ 가능성을 고려한다.

o 시험용 단자 체결, 클립을 이용한 단자 연결, 임시 접지 체결 등과 같은 임시적

작업 방법

o 기타 임시적 작업 방법

n Step 2: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조치’의 시스템 영향 평가

임시적 작업 방법으로 인한 분리/이완/오접촉 등으로 인해 발전소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o 단자 또는 체결의 분리/이완 등으로 인한 관련 회로의 개방 가능성 및 그로 인한

계통 및 시스템에의 파급 효과를 평가한다.

o 단자 또는 체결의 분리/이완 등으로 인한 주변의 다른 단자와의 오접촉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계통 및 시스템에의 파급 효과를 평가한다.

o 기타 시스템 영향 가능성

n Step 3: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조치’의 영향요인 분석

‘부주의 조치’에 대한 시스템 영향이 확인되면, ‘부주의 조치’의 발생 정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o 작업에 대한 경험/교육/훈련 정도

o 작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음(예: 고장정비 작업) (또는 교육/훈련이 빈약함)

o 절차서 상의 주의 표시 및 작업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동시확인/독립확인) 대상

여부

o 기타 작업 관리적 요소

o 작업 수행 시점이 야간 또는 이른 새벽 동안에 이루어짐

표 3-22. ‘작업방법 관련 부주의 조치’ 오류 가능성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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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 시간이 규정 작업 시간을 초과함

o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 절차 수행을 단계 단계적으로 (확인하며) 진행함

＿ 동시확인/독립확인 준수여부

o 외부 인력 포함 시, 외부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o 작업전 회의 시, 본 오류의 가능성 및 영향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n Step 1: ‘현장 오조치’ 가능성의 파악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작업 대상 범위 내에 다른 부품/기기 등이 존재하여

작업 중 오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현장 오조치’ 가능성을 고려한다. 이때,

특정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사용으로 인한 작업 영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업

영역 또는 범위 결정시, 예상 가능한 현장 이동, 작업 경로, 작업후 정리 및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o 특정 부품의 교체/설치/인출 등 부품의 이동이 있거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영역 주변에 다른 부품/기기가 존재함.

o 사다리, 작업대 등 작업 장비나 도구를 사용할 경우 이들의 이동/설치로 인한

작업 영역을 고려하였을 때 그 작업 영역 주변에 다른 부품/기기가 존재함.

o 기타 오접촉 가능 상황 가능성

n Step 2: ‘현장 오조치’의 시스템 영향 평가

작업 대상 범위 또는 작업 영역 범위 내에 존재하는 부품/기기 중 작업중

오접촉으로 인해 발전소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중요 부품/기기를

파악한다.

o 오접촉으로 인한 밸브의 개폐, 스위치 작동 등으로 인한 계통 및 시스템에의

영향을 평가한다.

o 기타 시스템 영향 가능성

n Step 3: ‘현장 오조치’의 영향요인 분석

‘현장 오조치’에 대한 시스템 영향이 확인되면, ‘현장 오조치’의 발생 정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o 작업 도구 또는 장비의 사용

o 작업 공간이 협소한 영역에서의 작업

o 작업 보호구의 착용

o 작업 대상 기기/부품의 육안 확인 가능성 (설계적/구조적 특성, 물리적 위치,

작업장 조도 등)

표 3-23. ‘현장 오조치’ 오류 가능성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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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업 및 현장에 대한 경험/교육/훈련 정도

o 작업 및 작업현장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음(예: 고장정비 작업) (또는 교육/훈

련이 빈약함)

o 절차서 상의 주의 표시 및 작업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동시확인/독립확인) 대상

여부

o 기타 작업 관리적 요소

o 작업 수행 시점이 야간 또는 이른 새벽 동안에 이루어짐

o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 시간이 규정 작업 시간을 초과함

o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 절차 수행을 단계 단계적으로 (확인하며) 진행함

＿ 동시확인/독립확인 준수여부

o 외부 인력 포함 시, 외부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o 작업전 회의 시, 본 오류의 가능성 및 영향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다. 인적오류 분석 절차의 사례적용

본 절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시험/정비 시 불시정지 유발 인적오류 분석 방법을

정기시험 중의 하나인 ‘원자로보호계통(RPS) 채널트립 바이스테이블 기능시험(정

기-73)’ 사례에 적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시험절차(정기-73)는 운영기술지침서

의 점검요구사항에 따라 원자로보호계통 회로 중 바이스테이블 트립 장치의 건

전성(또는 운전가능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시험절차(정기-73)의 기본

적인 구성은 크게 다음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신호의 변수에 따라 해당되

는 시험 기록지(worksheet)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l 단계 1: 시험 채널의 트립 바이패스 조치

l 단계 2: 채널 시험 스위치 ON

l 단계 3: 바이스테이블 선택 스위치를 해당 보호 신호의 변수에 조정

l 단계 4: Pre-Trip 설정치 확인 및 교정

l 단계 5: Trip 설정치 확인 및 교정

l 단계 6: Pre-Trip 신호 및 경보 발생 확인

l 단계 7: Trip 신호 및 경보 발생 확인

l 단계 8: Pre-Trip 및 Trip 신호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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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 적용에서는 'HI LOG POWER' 신호의 점검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인적오류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결과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본 논문에서 소개

하는 인적오류 잠재성 대상 단계는 위의 주 절차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단계이다. 즉, 다른 보호 신호들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단계이나 'HI

LOG POWER' 신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이 대상 절

차는 바로 표 3-24의 HI LOG POWER 점검 기록지의 하단부에 주의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는 다음 절차이다.

1. 상기 파라미터(HI LOG POWER)를 시험할 때에는 HI LOG POWER

Bypass를 해제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2. 상기 파라미터의 시험이 완료되면 반드시 HI LOG POWER Bypass 시켜

야 한다.

즉, HI LOG POWER 신호는 정상운전 시 Bypass 상태로 유지되므로 시험을

위해 Bypass를 잠시 해제하고, 시험이 완료된 후 다시 Bypass 상태로 전환시켜

놓아야 한다. 만약 시험이 완료된 후 Bypass 상태로의 전환 조치를 누락하게 되

면 해당 채널에 HI LOG POWER로 인한 원자로보호신호가 발생된 상태로 다음

채널의 시험이 진행되게 된다. 물론, 이 신호로 인해 원자로 정지 사건이 발생되

려면 두 채널 모두 HI LOG POWER 신호가 발생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원자로

보호신호는 원자로 정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한 채널에서의 오발생도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본 절차에서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위 주의항목의 2번이며, 주의

항목 2번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적오류분석 절차를 적용한 결과를 소개

한다.

먼저 관련 인적오류분석 절차의 선정을 위한 ‘직무성격(task property)’을 분석

하면, ‘HI LOG POWER Bypass’ 조치는 ‘특정 대상 기기/부품에 조치를 취하는

직무’이면서 동시에 ‘시험후 복귀 조치’에 해당하는 직무이다. 그러므로, 인적오류

분석 대상 절차는 ‘오대상 선택’ 가능성 분석 절차와 ‘복귀/전환 조치 누락’ 가능

성 분석 절차로 결정된다. ‘오대상 선택’ 오류는 ‘HI LOG PWR Bypass 스위치’

와 동일 형태의 스위치가 ‘LO PZR PRESS Bypass 스위치’로서 바로 이웃하여

존재하므로(그림 3-5 참조), ‘HI LOG PWR Bypass 스위치’를 이용한 Bypass 조

치 대신에 ‘LO PZR PRESS Bypass 스위치’를 이용한 유사 조치(오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고려된다. 그러나 ‘LO PZR PRESS Bypass 스위치’를 이용하여 조치

(오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전소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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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은 ‘HI LOG PWR Bypass 조치’를 누락한 오류와 동일한 영향을 주게 된

다. 그래서 본 사례에서는 ‘복귀/전환 조치 누락’ 가능성 분석 절차를 이용하여

오류분석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표 3-21의 ‘복귀/전환 조치 누락’ 가능성 분석 절차를 이용하여 단

계적으로 제시한다.

n Step 1: ‘복귀/전환 조치’의 파악

특정 계열/채널 또는 전체 계통에 대한 시험/정비 작업을 완료한 후 원위치

또는 특정 상태로의 전환 조치가 필요한 주요 조치를 파악한다.

þ 특정 계열/채널에 대한 시험/정비 작업 완료 후 관련 기기들의 원위치

또는 특정 상태로의 전환 조치

n Step 2: ‘복귀/전환 조치 누락’의 시스템 영향 평가

특정 계열 및 전체 계통에 대한 ‘복귀/전환 조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다음

계열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거나 발전소의 정상 또는 기타 운전 상태에

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영향을 평가한다.

þ 특정 계열/채널에 대한 ‘복귀/전환 조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다음

계열/채널에 대한 시험/정비 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전소 시스템에

미칠 과도현상, 출력감발, 터빈 및 원자로 정지 유발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때, 이전 계열의 ‘복귀/전환 조치’ 누락으로 인해 형성된 배열 상태와 다음

계열에서 절차 진행에 따라 예상되는 배열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영향 가능성을 평가한다.

F ‘HI LOG PWR Bypass 조치’를 누락한 상태에서 다음 채널 시험을

진행할 경우, 발전소는 정상출력운전 상태이므로 HI LOG Power 신호로

인해 해당 채널에 RPS 보호신호가 발생하게 됨. 원자로정지 신호가

발생하려면 2/4 로직에 따라 두 개 채널에서 보호신호가 발생되어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적행위 또는 하드웨어적 문제로 인해 다른

채널에서 추가적인 보호신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채널에서의 보호신호 발생 사건은 원자로 정지를 위한 민감한 사전

조건이 될 수 있음.

n Step 3: ‘복귀/전환 조치 누락’ 발생의 영향요인 분석

오류의 시스템 영향이 확인되면, 오류 발생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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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절차서 혹은 작업계획서 존재여부 및 작성 수준

o 절차서 혹은 작업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음

o 요구되는 사전조치 행위에 대하여 상세성 또는 명시성이 결여됨

þ 요구되는 사전조치 행위에 대한 절차단계의 인식성이 결여됨 (☞

주(메인) 절차 단계에서 절차단계별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점검 기록지에

주의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음)

o 다수의 세부 조치가 요구되는 행위

o 작업에 대한 경험/교육/훈련 정도

o 작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음(예: 고장정비 작업) (또는 교육/훈련이

빈약함)

þ 절차서 상의 주의 표시 및 작업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동시확인/독립확인) 대상 여부 (☞ 비록 절차서 상에

주의항목으로 기록되어 있고 작업 행위에 대하여 운전원의 확인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만, 주(메인) 절차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점검 기록지에

확인사항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인식 및 주의력이 낮음)

o 기타 작업 관리적 요소

o 작업 수행 시점이 야간 또는 이른 새벽 동안에 이루어짐

o 관련 작업자의 작업수행 시간이 규정 작업 시간을 초과함

o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þ 절차 수행을 단계 단계적으로 (확인하며) 진행함 (☞ 절차서를

일일이 확인하며 진행하지는 않음; 훈련/학습에 의해 체득된 수행도에

따라 진행)

o 동시확인/독립확인 준수여부

o 외부 인력 포함 시, 외부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o 작업전 회의 시, 본 오류의 가능성 및 영향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

인적오류분석 절차의 본 사례에 대한 적용을 통해 얻은 결론, 즉 인적오류 방

지 및 감소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Ÿ HI LOG PWR Bypass (해제를 포함한) 복귀 조치를 별도의 점검 기록지에

기술하는 것보다 주 절차서에 독립적인 절차의 형태로 제시하여 작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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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조치 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오류 감소를 위해

필요함.

Ÿ 다른 독립된 확인자(운전원)의 감시/감독 사항도 주 절차서에 독립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확인자의 확인 누락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함.

Ÿ 작업 과정을 절차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오류 방지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함.

표 3-24. 고정된 트립설정치 Rising-Trip 바이스테이블 점검(절차 10.2.3)

1) HI LOG POWER

관련 절차단계 구 분 채 널 A 채 널 B 채 널 C 채 널 D

단계 1 RPS Ch. Trip Bypass
경보확인

단계 2 채널시험 지시등 점등확인

단계 3 바이스테블 선택스위치
위치

2 2 2 2

단계 4

Pre-Trip

설정치

: 5.573V

(5.564～5.582V)

교정전 V V V V

교정후 V V V V

단계 5

Trip 설정치

: 5.965V

(5.956～5.974V)

교정전 V V V V

교정후 V V V V

단계 6

동작 Pre-Trip치
: 5.573V(5.564～5.582V) V V V V

Pre-Trip 경보위치 15-2A 15-2A 15-2A 15-2A

Pre-Trip 상태 확인

단계 7

동작 Trip치
: 5.965V(5.956～5.974V)

V V V V

Trip 경보위치 15-2D 15-2D 15-2D 15-2D

Trip 상태 확인

단계 8 Pre-Trip 및 Trip 복귀

시험 수행일자 / / / /

주 의)

1. 상기 파라미터(HI LOG POWER)를 시험할 때에는 HI LOG PWR Bypass를 해제하고

시험하여야 한다.

2. 상기 파라미터의 시험이 완료되면 반드시 HI LOG PWR Bypass 시켜야 한다.

운전원 확인
A 채널 / C 채널 /

B 채널 / D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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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트립 바이패스 스위치

채널트립 바이패스 지시등

16번

HI LOG PWR Bypass 스위치

LO PZR PRESS Bypass 스위치

그림 3-5. RPS 바이스테이블 기능시험 패널

제 2 절 정비/시험 관리요인 지원기술 개발

1. 정/주기 시험 수행 관련 문제점 파악

국내 원전에서는 1차 및 2차 계통에 포함된 중요 기기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시험 절차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정기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중요한 기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시험을 통해 항상 일

정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때, 1차 계통에 포함된 기기들은 정

기시험 절차서로 작성하고, 2차 계통에 포함된 기기들은 주기시험 절차로 작성하

여 관리하고 있다.

2008년 12월 현재, 영광 2발 정기점검과에서는 정기시험 절차서 103개와 주기

시험 절차서 92개를 포함하여 총 195개의 정/주기 시험 절차서를 관리하고 있다

(표 3-25). 이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9건 이상의 정/주기 시험이 수행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3-6은 영광 2발 주기-229 “터빈밸브 주기시험” 절차서

를 보여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수 인원만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부서별

로 수행되는 중요 시험 (불시정지 유발 가능시험, 출력감발 가능 시험 및 2개 부

서 이상이 연관되는 시험 등) 일정에 따라 수시로 정/주기 시험 일정을 변경하고

있다. 정/주기 시험 수행을 위한 상세 현장 practice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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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5. 시험주기별 정/주기 시험 개수

정기시험 주기시험

1일 주기 10 5

1주일 주기 10 8

1개월 주기 24 20

2개월 주기 4 -

3개월 주기 17 14

6개월 이상 38 45

합계 103 92

그림 3-6. 영광 2발 주기-229 “터빈밸브 주기시험” 절차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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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간 정/주기 시험계획 작성

현장에서는 매월 마지막주에 당월에 수행된 시험절차서 및 이전에 수행된 모

든 시험절차서의 수행일자와 주기를 검토하여 다음달에 수행해야하는 정/주기

시험 목록을 먼저 선정한다. 이러한 검토는 정/주기 시험절차서를 가지고 있는

하는 부서별로 각각 수행한다. 특히 인적오류 발생 시 불시정지나 출력감발이 발

생될 수 있는 중요 조치를 포함하는 정/주기 시험절차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는 가능한 한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날로 먼저 시험날짜를 할당한다.

나. 시험 일정 변경

전달 말에 결정된 시험 일정에 따라 정/주기 시험을 수행하지만, 필요 및 상황

에 따라 시험 일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정/주기 시험 담당자

는 “25% 규칙“을 적용하여 시험 일정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변경해야 하는 시

험 절차서의 수행 주기가 3개월일 경우, 해당 절차서는 3개월의 25%에 해당하는

기간인 3주 중 적당한 날짜로 시험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시험 절차서의

주기가 1개월일 경우라면 변경 가능한 기간은 1주일이고, 1주일 주기의 시험 절

차서라면 변경 가능한 기간은 1일이 된다. 이러한 시험 일정 변경에 대해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3번 연속으로 동일 시험절차서의 주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3개월 주기의 시험이라면 1년에 최소 4회의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데, 3회 연속으로 시험주기를 3주씩 연장할 경우 년간 1회의 시험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른 빈번한 일정 변경은 시험주기

초과 가능성 및 해당 시험 수행에 대한 오더 누락 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부서별로 변경된 시험 일정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날짜에 대한 부

서별 중요 시험의 중복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다. 시험 수행

수기로 작성 및 변경된 시험 일정표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경우, 시험 담당자

의 부주의로 인한 시험 누락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또한 현재는 시험 수행 후

중요 사항들을 종이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정

보나 이력 등을 필요에 따라 검토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특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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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등과 같은 이력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패 원인 및 후속조치사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담당자가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정/주기 시험 관리지원 시스템 개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중요한 기기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많

은 수의 정/주기 시험 절차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원이 많은 수의

절차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림 3-7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항목 현장 Practice

월간 정/주기
시험계획 작성

전월 시험일을 기준으로
수기작성

월간 계획대비 일정변경

부서별 독립 계획 수행

문제점

오더발생 누락으로 인한
주기초과 가능성

시험 수행

담당자가 월간 계획표를
참조하여 시험 수행

시험 이력 관리 부재

계획 및 오더발생
누락 가능성

중요 시험의 중복 가능성

시험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험누락 가능성

이력관리를 통한 중요사항
들의 관리가 어려움

그림 3-7. 정/주기 시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 가능성을 저감화시키기 위해, 정/주기 시험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FIXPERTS (fixed and periodic test support)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표 3-26은 현장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출한

FIXPERTS의 필요기능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기능요건에 따라 FIXPERTS가 설계되었다. 그림 3-8은 WYSWYG 형

태의 시험일정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구조와 관련 database

의 연계를 포함한 설계화면 일부를 보여주고, 그림 3-9는 FIXPERTS 구동화면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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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FIXPERTS 기능요건

문제점 필요기능

계획 및 오더발생 누락 가능성 전월 시험을 기준으로 한 익월 일정의 자동생성

중요시험의 중복 가능성 타부서 시험일정 비교

시험주기 초과 가능성 WYSWY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형태의 시험일정 입력 및 수정시험 누락 가능성

이력관리의 어려움 시험이력 및 특이사항 통합관리

해당 월 “일정달력”
표시 (empty)

“시험일정작성” 선택

기타 휴일
(사용자 입력)

계측제어부 및 자체
중요시험날짜 표시

(사용자 입력)

토/일 배경색상 차별
(자동설정)

입력 규칙
?정기-093:계3 (계측제어
부, 3발)
?주기-229:4D (발전부, 4발
Day 근무조)

해당 월에 포함된
시험날짜 로딩

(자동, 최근종료일기준)

Schedule
Table

시험날짜 조절
및 확인 (25% 초과확인 및

기준일자 변경기능 포함)

월간 정/주기
시험계획서 출력

Duty
Table

선택적 출력이 가능해야 함.

그림 3-8. FIXPERTS 구조설계 예시

그림 3-9의 FIXPERTS 구동화면에서, (1)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날짜 선택 시

1일 주기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정/주기 시험 절차서의 목록을 보여주고, (2)

로 표시된 부부에서는 1주일 주기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정/주기 시험 절차서

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XPERTS 구동화면의 (3)으로 표시된 부분에

서는 일주일부터 한달에 걸쳐 매일 수행해야 하는 정/주기 시험 절차서의 목록

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정기 및 주기 시험절차서 별로 색을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험 실패, 완료 및 미수행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색을 지정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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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그림 3-9. FIXPERTS 구동화면 예시

이 외에 각각의 정/주기 시험은 사용자가 마우스로 선택한 후 직접 날짜를 이

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WYSWYG 요구사항을 충실히 구현하였으며, 해당 시

험을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택된 시험에 대한 결과 입력, 특기

사항 및 과거 수행 이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구현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그림 3-10 참고)

그림 3-10. FIXPERTS를 사용한 정/주기 시험관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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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XPERTS 상세 기능

FIXPERTS에 구현된 주요 기능은 표 3-27에 정리하였고, 각각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3-27. FIXPERTS에 구현된 주요 기능

번호 기능

1 발전소등록

2 시스템로그인
3 부서정보 관리
4 사용자 관리
5 교대근무 관리
6 휴일정보 관리
7 시험주기 관리

8 정/주기 절차서 관리
9 일반일정관리
10 OH 일정관리
11 시험 결과 등록
12 이력검색
13 연간정기시험 수행 계획서 출력

14 월간정기시험 수행 계획서 출력
15 시험일정 통보

가. 발전소 등록

프로그램 최초실행 시 발전소 및 호기 정보 등록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입력

예는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1. 발전소 등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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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로그인

사용자 권한에 따라 사용가능 기능이 다르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에 접

근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ID 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한다.

다. 부서정보 관리

발전소내의 부서 정보를 조회하고 등록, 수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부서정보가

등록되어야 사용자등록과 절차서 생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부서

별로 따로 관리하는 정/주기 시험 절차의 일정을 통합적으로 검색, 수정 및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3-12는 부서정보 관리를 위한 입력 예를 보여

준다.

그림 3-12. 부서정보 관리를 위한 입력 예

라. 사용자 관리

발전소 내 부서별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고 등록,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기능

으로, 사용자별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Master: 최초 프로그램 설치 시 발전소 정보, 호기정보, 부서 및 사용자 등

모든 초기조건을 설정할 권한이 있음.

- Manager: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정/

주기 시험 일정을 수립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

- Reader: 수립된 정/주기 시험 일정에 대한 조회 및 인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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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대근무 관리 및 휴일정보 관리

교대근무관리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 발전소 호기별 교대근무의

출력, 추가,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 또한 정/주기 시험 일정 생성 및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휴일의 추가, 생성 및 삭제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바. 시험주기 관리

FIXPERTS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정/주기 시험의 일정을 생성하기

위한 시험주기 규칙을 관리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임의로 일간, 주간, 월간 및

연간 단위의 시험일정 규칙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성된 시험일정 규칙

을 적용할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일정이 생성된다. 그림 3-13은 일

간, 주간, 월간 및 연간 단위의 시험일정 규칙 생성 예를 보여준다.

그림 3-13. 시험일정 규칙 생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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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주기 절차서 관리

정/주기 시험일정 생성 시 사용되는 절차서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기능으로, 수행부서, 절차서 종류, 절차서 번호 및 부서 코드 등을 구분하여 저장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 일반일정 및 overhaul 일정관리

앞에서 설명한 기능들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주기 시험의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정등록은 pop-up 창에 나타난 정/주기 절차서 목

록을 drag and drop 형태로 해당 날짜를 지정하고, 일정 변경은 직접 마우스를

사용하여 변경된 날짜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일정을 변경할 때

“25% 규칙”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25%를 초과하는 일정으로 변경을 시도할 때

는 경고메세지와 함께 일정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3-14는 drag

and drop 기능을 사용한 일반일정관리 기능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3-14. 일반일정관리 기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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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원전의 overhaul 기간 동안에만 수행할 수 있는 정/주기 시험 절차서

를 따로 관리하여, overhaul 기간에 대한 독립적인 일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

발하였다. 그림 3-15는 overhaul 일정관리 기능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3-15. Overhaul 일정관리 기능 예시

자. 시험결과의 등록 및 이력관리

각각의 정/주기 시험을 수행한 후, 시험장소, 날짜, 성공여부, 실패내용 및 관련

조치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추후 필요에 따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력검색 기능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시험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실패이력을 조회하여 시험 실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3-16

및 3-17은 각각 시험결과 등록 기능 및 이력검색 기능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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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시험결과 등록 기능 예시

그림 3-17. 이력검색 기능 예시

차. 연간 정기시험수행 계획서 및 월간 정기시험수행 계획서 출력

하루에도 수십건의 정/주기 시험을 관리해야 하는 현장 담당자들에게 월별 및

연간 수행된 정/주기 시험 목록을 따로 정리하여 누락되거나 시험주기를 초과한

경우를 일일이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따라서 FIXPERTS에서는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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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정/주기 시험 목록과 연간 수행된 정/주기 시험 목록을 정리하여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현장 담당자들이 쉽게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카. 시험일정 통보

FIXPERTS에서는 미리 정해진 정/주기 시험 담당자에게 당일 수행해야 하는

정/주기 시험 목록을 메일이나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타 부서

와의 중요시험의 중복 가능성, 시험주기 초과 가능성 및 시험 누락 가능성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4. FIXPERTS 적합성 검증

FIXPERTS에 구현된 기능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13명의 국내 원전

정/주기 시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항목은 그림

3-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8개로 구성되었다.

그림 3-18. FIXPERTS 기능에 대한 적합성 검증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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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설문은 5 point Likert scale에 따라 부정적 의견이 강할 수록 0점을, 긍

정적 의견이 강할 수록 4점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설문을 수행할 때 다

른 사람과의 토론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각자 FIXPERTS를 사용해 본 후 느낀

생각을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 표 3-28은 설문에 참여한 시험 담당자별 평가값

을 정리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2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시험 담당자의 평가

는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1번 질문인 “평상시 FIXPERTS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중

간 (2점) 이상의 점수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FIXPERTS를 사용할 경

우 실제 정/주기 시험 수행 및 관리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

니까?”라는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수준 (3점)에 근

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28. FIXPERTS에 대한 시험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설문자
질문번호

1 2 3 4A 4B 4C 4D

1 2 2 2 3 3 3 2

2 3 3 2 4 4 3 4

3 2 2 2 1 2 3 3

4 3 4 3 4 3 3 4

5 4 4 2 2 4 4 4

6 2 2 3 2 0 0 1

7 3 3 1 2 0 1 3

8 0 2 2 2 4 2 2

9 3 3 2 3 3 3 3

10 3 3 2 2 1 3 1

11 1 1 2 3 3 3 3

12 3 2 1 2 2 1 1

13 4 4 2 4 4 4 4

평균 2.54 2.69 2.00 2.62 2.54 2.54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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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변수 내에 제시된 여러

질문 항목 간에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ronbach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

면 탐색적인 연구분야에서는 Cronbach Alpha 계수가 0.6이상이면 설문조사를 신

뢰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Nunnally, 1978]. 이에 따라 표 3-28의 결과

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0.792의 Cronbach Alpha 값을 얻었기 때문에

FIXPERTS에 대한 시험 담당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제 3 절 일상직무 관련 원전 성능영향 분석모델 개발

1. 개요

본 보고서의 1장 1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상직무 수행 관련 인적유발사건 뿐 아니라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인적유발사건에 대한 분석 및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2절에서 설명된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인적오류 유형

분석 기술 외에 인적오류 발생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도 추가적으로 개

발되어야 한다. 즉, 동일한 발생가능성을 가진 두 개의 인적오류에 대해 한쪽은

원전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다른 한쪽은 100% 출력상실 (원전

불시정지)을 가져온다고 가정할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의 저감화 쪽에 노력을 투

입하는 것이 원전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부분으로 구성된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으로 인한 원

전 성능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우선,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인적유발사건의 결과가 100% 출력상실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평가

하기 위해, 원자로 및 터빈정지 신호를 근간으로 고장수목을 개발하였다. 이때,

고려하고 있는 인적유발사건이 100% 출력상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터빈사이클

시뮬레이션 도구인 PEPSE (Performance Evaluations of Power System

Efficiencies)를 사용하여 부분 출력감발 발생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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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성능영향 분석모델 - 100% 출력 상실 평가

가. 100% 출력 상실관련 신호목록

원전이 정상 출력 운전 상황에서 원자로 정지신호, 터빈 정지신호 및 발전기

정지신호가 발생한 경우 100% 출력 상실이 발생하게 된다. 표 3-29, 3-30 및

3-31은 각각 영광 3/4호기의 원자로 정지신호, 터빈 정지신호 및 발전기 정지신

호 목록을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3-29. 영광 3/4호기 원자로 정지신호 목록

번호 원자로 정지신호 설 정 치

1 가압기 고-압력 167.67 ㎏/㎠a (2,383 psia)

2 가압기 저-압력

124.5 ～ 7.030 ㎏/㎠a

(1,814～100psia)까지 가변

Step : 28.1 ㎏/㎠ /Reset

3 증기발생기(1/2) 저-수위 42.7% (WR)

4 증기발생기(1/2) 고-수위 93.0% (NR)

5 증기발생기(1/2) 저-압력

62.5 ～ 0 ㎏/㎠a

(918.4～0 psia)까지 가변

Step : 14.1 ㎏/㎠ /Reset

6 격납건물 고 압력 133.7 cmH2O (1.9 psig)

7

원자로 냉각재 유량율 (Rate) 2.1 cmH2O/sec (0.03 psid/sec)

원자로 냉각재 저 유량 (Floor) 737.1 cmH2O (10.8 psid)

원자로 냉각재 저 유량 (Step) 640.5 cmH2O (9.1 psid)

8 고 국부출력 밀도 21.0 kW/ft (689.2 W/㎝)

9 저 핵비등이탈율 1.3

10

가변과출력 (Rate) 정격출력의 14.6 %/min

가변과출력 (Ceiling) 정격출력의 109.4 %

가변과출력 (Step) 정격출력의 13.6 %/min

11 고 대수 출력 준위 (기동 및 운전중) 정격출력의 0.018 %

12 Manual Trip -

13 DPS
가압기 고 압력 168.5 ㎏/㎠a (2,396.6 psia)

Manual Trip -

14 노심보호 연산계통 (Core Protection Calculators)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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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영광 3/4호기 터빈 정지신호 목록

번호 터빈 정지신호 설 정 치

1 터빈베어링 오일 저압력 12psig (0.84kg/㎠)

2 Main Shaft Oil Pump 출구 저압력 100psig (0.7kg/㎠)

3 터빈 밸브 제어유 저압력 1100psig (77.3kg/㎠)

4 저압터빈 배기 고온도 225℉ (107.2℃)

5 복수기 저진공 22.3 invac (193.5 mmHgA)

6 추력 베어링 고-마모
+0.089 mm

-0.089 mm

7 습분 분리 재열기 (MSR) 고 수위 중심선위 0.5 inch

8 터빈 속도 신호 상실 9 p.u/min 이상의 가 감속율

9 터빈 과속도 (전기식) 111.5% (2007rpm)

10 터빈 과속도 (기계식) 110% (1980rpm)

11
수동 트립 (MCR) N/A

수동 트립 (현장) N/A

12 터빈 Runback & Trip
> 25,208 Amp

> 7,568 Amp

13
전기적 트립솔레노이드밸브 (ETSV)

트립
DCM 28V 패널 전원 상실시 Trip

14

비상 정지 계통 (ETS) 저압력 400 Psig

Mech Trip 밸브 (MTV) 출구 저압

력
400 Psig

발전기 차단기 개방 N/A

15 Customer Trip CEDMCS 저전압 발전기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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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영광 3/4호기 발전기 정지신호 목록

번호 발전기 정지신호

1 터빈 정지 및 역전력 계전기 (332MA) 동작

2 발전기 접지 계전기 (359G) 동작

3 발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387) 동작

4 역상 과전류 계전기 (346) 동작

5 발전기 계자 계전기 (364F) 동작

6 여자 계통 과전류 계전기 (351E) 동작

7 발전기 계자 과전압 계전기 (359R) 동작

8 발전기 차단기 투입 상태에서 역전력 계전기 (332MB) 동작

9
발전기 차단기, SWYD 차단기 투입 및 전압 불평형 계전기 (360)

비 동작 상태에서 발전기 여자 상실 계전기 (340) 동작

10
전압 불평형 계전기 (360) 비동작 상태에서 보조 임피던스 계전기 (321)

동작

11 발전기 보조 비율 차동 계전기 (387B) 동작

12 발전기 차단기 개방 상태에서 기동 접지 계전기 (359GS) 동작

표 3-29, 3-30 및 3-31의 정지신호 중 인적유발 불시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상

대적으로 빈번히 발생된 9가지 정지신호를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여 고장수목을

개발하였다 (표 3-32 참고).

표 3-32. 분석대상 정지신호 목록

분석대상 정지신호 비고

증기발생기 저수위 원자로 정지신호

터빈베어링 오일 저압력

터빈정지신호

터빈 밸브 제어유 저압력

복수기 저진공

습분 분리 재열기 (MSR) 고수위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고온도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입구 저압력

발전기 고정자 냉각수 저유량

발전기 부싱 냉각수 저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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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지신호별 고장수목 개발

고장수목은 PSA에서 원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AND, OR, NOT 등과 같은 Boolean logic을 사용하여 임의의 계통에

대한 고장 발생 경로 및 그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림 3-19와 같이 2개의 기기 d1 및 d2와 관련 배관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계통을

생각해 보자.

그림 3-19. 고장수목 개발관련 계통 예시

이때, 이 계통의 기능은 ① 지점에서 ② 지점까지 냉각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기기 d1 및 d2가 모두 고장나면 계통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

우, 기기 d1 및 d2가 고장나는 사건을 각각 D1과 D2라고 하고, 계통의 기능 상

실 사건을 T라고 표시할 경우, 사건 T 발생에 대한 고장수목은 그림 3-20과 같

이 표현된다.

그림 3-20. 임의의 계통에 대한 고장수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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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에 따르면 “① 지점에서 ②지점까지 냉각수 공급 상실” 고장을 의미

하는 T는 T = D1 X D2 형태로 표현된다. 따라서, 고장수목을 사용할 경우 임

의의 계통에 포함된 정성적 특성 (고장 경로)을 수학적 표현 및 해석이 가능한

정량적 특성으로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계통에 대해서도 실질

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고장수목을 각 정지신호별로 개발하기 위해, 영광 3/4호기 계통설명서,

영광 3/4호기 P&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 및 CLD (control

logic diagram)에 대한 상세 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 발생에 대한 고장수목을 개발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증기

발생기 수위와 관련된 주요 기기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그림

3-19에 나타난 것처럼, 증기발생기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밸브나 펌프

등의 목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광 3/4호기 P&ID를 조사하여

SBD (system boundary diagram; 계통영역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3-21은 증기

발생기 저수위 신호와 관련된 3장의 주급수 계통영역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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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a).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관련 주급수 계통영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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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c).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관련 주급수 계통영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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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통영역도를 바탕으로 증기발생기 저수위와 관련된 기기 (펌프, 밸브

및 열교환기 등)를 파악한 후, 각 기기간의 연동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LD를 분

석하였다. 그림 3-22는 주급수 승압펌프의 동작에 대한 CLD를 보여준다.

펌프

기동

START
PUMP
04P

HS-019 START

DEAERATOR LEVEL EMPTY

펌프

정지

MFW PUMP TURBINE 01K TRIP
STOP
PUMP
04P

HS-021 STOP

SUCTION NPSH LO-LO

그림 3-22. 모터구동 주급수 펌프 관련 CLD 예시

그림 3-2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급수 승압펌프는 deaerator (탈기기)

수위가 정상인 상황에서 주제어실에 설치된 HS-019 스위치를 조작함에 따라 기

동된다. 하지만, 펌프가 기동 중에 다른 증상이나 신호들이 발생되면 (주급수 펌

프 01K 정지 및 흡입수두 저-저) 이와 연동하여 펌프가 정지하게 된다. 주급수

승압펌프가 정지될 경우 증기발생기 저수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추가적으로 주급수 펌프 01K 정지 (MFW pump turbine 01K trip)와 흡입수두

저-저 신호 (suction NPSH LO-LO) 발생과 관련된 CLD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

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각 정지신호별 계통영역도에 포함된 기기

들에 대한 고장수목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고장수목에는 1400여개의 basic event

(기본사건) 및 800여개의 gate로 구성되어 있고, 그림 3-23은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 발생에 대해 개발된 고장수목의 일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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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증기발생기 저수위 정지신호 관련 고장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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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장수목의 적용

각각의 정지신호에 대한 고장수목을 완성한 후, 이들에 대한 MCS (minimal

cut set; 최소단절집합) 분석을 수행하면 어떤 원인으로 정지신호가 발생했는지

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3-33은 증기발생기 저수위 정지신호에 대한

2101개의 MCS 중 단일원인으로 인한 정지신호 발생경로 일부를 보여준다.

표 3-33. 단일원인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발생

기본사건 이름 의미

541FT1112
FEEDWATER SYSTEM TOTAL FEEDWATER

FLOW TRANSMITTER FT-1112 failure

541FT1122
FEEDWATER SYSTEM TOTAL FEEDWATER

FLOW TRANSMITTER FT-1122 failure

541FWV051
FEEDWATER SYSTEM FW V051 transfers

closed

541FWV052
FEEDWATER SYSTEM FW V052 transfers

closed

541FWV053 FEEDWATER SYSTEM FW V053 fails to open

541FWV059A
FEEDWATER SYSTEM FW V059A transfers

closed

541FWV059B
FEEDWATER SYSTEM FW V059B transfers

closed

541FWV060A
FEEDWATER SYSTEM FW V060A

MECHANICAL FAILURE

541FWV060B
FEEDWATER SYSTEM FW V060B transfers

closed

541FWV065 FEEDWATER SYSTEM FW V065 fails to open

541FWV1001
FEEDWATER SYSTEM FW V1001 transfers

closed

표 3-3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는 매우 다양한 단

일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41FT1112" 기본사건과 같이 주급수

유량 전송기인 FT-1112가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541FWV051"과 같이 주급수

공급배관에 연결된 밸브가 갑자기 닫힐 경우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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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러한 단일원인 이외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원인이 중첩되어야 증기발

생기 저수위 신호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표 3-34는 2개 원인의 중첩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저수위 발생 경로 중 일부를 보여준다.

표 3-34. 2개 원인 중첩으로 인한 증기발생기 저수위 발생경로

MCS 의미

541HPHT5AA * 541HPHT7AB
고압 급수 가열기 5AA 기계적 고장 *

고압 급수 가열기 7AB 기계적 고장

541HPHT5AA * 541FWV060A
고압 급수 가열기 5AA 기계적 고장 *

밸브 060A 닫힘

541HPHT5AA * 541FWV060B
고압 급수 가열기 5AA 기계적 고장 *

밸브 060B 닫힘

531CDV0274 * 531LS222

응축수 계통 V-0274 밸브 닫힘 *

응축수계통 저압 급수 가열기 1B 수위

계측기 LS-222 오동작

표 3-34의 첫 번째 MCS는 고압 급수 가열기 5AA 및 7AB가 동시에 기계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그림 3-21 (b)에서 급수를 공급하는 두 train이 모

두 상실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 MCS는 고압 급수 가열기 5AA가 기계적

으로 고장난 상황에서 다른 쪽 train의 전단밸브인 060A가 닫히는 바람에 두

train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세 번째 MCS는 다

른 쪽 train의 후단밸브가 닫히는 바람에 역시 두 train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

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 MCS는 응축수 계통에 포함된 V-0274 밸브가 닫힌

상황에서 저압 급수 가열기 1B 수위계측기인 LS-222가 오동작을 하는 경우에도

증기발생기 저수위 신호가 발생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MCS는 일상직무 관련 인적오류 발생 시 그 결과가 100% 출력 상실로

귀결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응축수 계통의

V-0274가 고장이 발생하여 기계부에서 수리를 하는 동안 계측제어부에서 이 사

실을 모르고 LS-222를 작업하다가 인적오류가 발생되어 계측기 오동작이 발생된

다면, 결국 표 3-34의 마지막 MCS에 의해 100% 출력 상실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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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전 성능영향 분석모델 - 부분 출력감발 평가

가. 개요

앞서 기술한 원자로 및 터빈 정지신호별 고장수목은 100% 출력상실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될 것

으로 예상되는 여러 종류의 인적오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직무 관련 인적오류가 발생했을 때 100% 출력상실 보다는 부분 출

력감발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중요도 평가

를 위해서는 부분 출력감발 평가가 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터빈사이클 시뮬레이션 도구인 PEPSE를 사용하여 부분 출력감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PEPSE는 미국 ScienTech에서 개발

한 프로그램으로, 질량·에너지 방정식을 풀어서 정상상태에서의 터빈사이클 열평

형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임의의 복잡도를 갖는 증기터빈 사이클 또는 가스터

빈 사이클을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EPSE, 2009].

나. 모델 대상계통 선정

PEPSE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모델링을 해야 하는 대상 계통

을 선정하는 것이다. 즉, PEPSE와 같은 시뮬레이션 모델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

라 매우 상세하게 또는 매우 단순하게 모델링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

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링을 수행할 경우 원하는 수준의 결과

를 얻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준을 설정한

후 대상 계통을 선정하였다. 첫째 기준은 “100% 출력상실 평가를 위해 개발된

고장수목에 포함된 기기는 모두 포함한다”로 설정하였다. 즉, 100% 출력상실 사

건보다 부분 출력감발 사건이 훨씬 많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부분 출력감발

사건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는 PEPSE 모델은 최소한 100% 출력감

발 사건에 포함된 기기들은 모두 모델링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라고 판단하였

다. 둘째 기준은 “국내 규제기관의 분석대상 기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계통을

선정한다”로 설정하였다. 본 과제는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일상직무 관련 인

적유발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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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이므로, 국내 규제기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계통들을 충실히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규제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측면에서 분석결과

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영광 3/4호기

의 2차계통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표 3-35는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3-35. PEPSE 모델링 범위

구분 연구에서의 검토범위 PEPSE 모델 포함 여부

터빈 계통

터빈 포함

터빈 윤활유 장치

터빈 제어유 장치

터빈 축 밀봉 장치

발전기 계통

발전기

여자기 계통

고정자 냉각수 계통

수소 냉각계통

수소제어 및 밀봉유 계통

열수력 계통

증기발생기 계통 포함

복수 및 급수 계통 포함

복수기 포함

순환수 계통 포함

터빈 우회 계통 포함

보조 증기 계통 포함

보조 계통

2차기기 냉각수 계통 포함

2차기기 냉각 해수 계통 포함

전기 계통 부분포함

계측용 공기 계통 부분포함

표 3-35에서 터빈계통 (터빈 윤활유 장치, 터빈 제어유 장치 및 터빈 축 밀봉

장치)과 발전기 계통은 PEPSE 모델에 많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PEPSE는 터빈사이클 시뮬레이션 도구기 때문에 터빈이나 발전기

와 같은 기계적인 계통의 성능 모델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3-35에 따라

PEPSE 모델에 포함된 대상 계통들은 그림 3-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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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a). PEPSE 모델링 대상 계통 - 열수력 및 터빈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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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b). PEPSE 모델링 대상 계통 - 보조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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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기기 모양 적용 범위

Turbine

Nuclear Turbine Governing Stage Group

Nuclear Turbine High Pressure Stage Group

Nuclear Turbine Low Pressure Stage Group

Fossil Turbine Governing Stage Group

Fossil Turbine High Pressure Stage Group

Fossil Turbine Intermediate Pressure Stage

Group

Fossil Turbine Low Pressure Stage Group

General Turbine Stage Group

Gas Turbine stage group

Condenser

&

Feed

water

heater

Condenser

Standard Feedwater Heater

Contact and Deaerating Feedwater Heater

Feedwater Heater With Internal Drain

Cooler

Feedwater Heater With Forward Drain

Feedwater Heater With Desuperheater and

Internal Drain Cooler

Feedwater Heater With Desuperheater and

Without Internal Drain Cooler

Heat

exchanger

General Heat Exchanger

Rotary Regenerative Air Preheater

Nuclear Turbine Reheater

External Drain Cooler

Flash evaporator

Reheater for fossil boiler

Generator Cooler Heat Exchanger

General Heat Exchanger With Specified

Heat Source

Convective stage

Radiant stage

다. PEPSE 모델 개발

PEPSE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PEPSE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구성기기

들을 영광 3/4호기의 대상 계통에 맞게 배열한 후, 각각의 PEPSE 구성기기에

대한 특성값을 주어야 한다. 표 3-36은 PEPSE에서 제공하는 구성기기의 목록

및 적용 범위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표 3-36. PEPSE에서 제공하는 구성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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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nd Sink

Sink

Source

Output

Input

Standard valve

Throttle valve

Pump

Steam driven pump

Standard electrically driven pump

Turbine shaft driven pump

Standard electrically driven fan/compressor

Turbine shaft driven fan/compressor

Mixer

Standard mixer

Special feedwater heater to condenser drain

mixer

Dual extracting mixer

Turbine cooling steam admission mixer

Splitter

Demand Flow splitter

Fixed flow splitter

Moisture Separator

Fixed Percent Splitter

Turbine Shaft Leakage Splitter

Steam Seal Regulator

Throttle Valve Stem Leakage Splitter

General Constituent Separator Splitter

최종적으로, 그림 3-24의 모델링 대상 계통에 대해 표 3-36의 구성기기들을 배

열하여 PEPSE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때, 각각의 구성기기에 주어져야 하는 기본

특성값 (크기, 높이, 두께 및 배관 직경 등과 같은 설계값과 온도, 압력, 유량 및

수위 등과 같은 공정 변수값)은 영광 3/4호기 계통설명서 및 시스템 매뉴얼을 근

거로 입력하였다. 그림 3-25는 영광 3/4호기 2차계통에 대해 개발된 PEPSE 모

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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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a). 영광 3/4호기 2차계통에 대한 PEPSE 모델 - 열수력 및 터빈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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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b). 영광 3/4호기 2차계통에 대한 PEPSE 모델 - 보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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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EPSE 모델 검증

영광 3/4호기 2차계통을 대상으로 그림 3-25와 같은 형태로 개발된 PEPSE 모

델에 대해, 아무런 고장이 없을 때 (정상상태)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영광

3/4호기의 열평형도 곡선과 비교하였다. 즉, 영광 3/4호기의 2차계통 제작사가 열

평형도 곡선을 작성하기 위해 고려한 2차계통 배열상태를 PEPSE에 그대로 입력

했을 때 얻어진 결과가 영광 3/4호기의 열평형도 곡선과 일치한다면, PEPSE 모

델에 구현된 기기들의 구성 및 기본 특성값이 적절히 입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VWO (valve wide open; 밸브 완전 전개), 100% 개방

및 75% 밸브 개방 상태에 대해 얻어진 PEPSE 결과를 열평형도 곡선과 비교하

였다 (그림 3-26)

그림 3-2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PEPSE 구동을 통해 얻어진 열평형도

곡선과 영광 3/4호기의 2차계통 제작사가 제공한 열평형도 곡선이 매우 잘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EPSE 모델은 영광 3/4호기 2차계통의 특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림 3-26. 정상상태에 대한 PEPSE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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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비정상 대응관련 커뮤니케이션 품질 분석기술

개발

1. 비정상 대응 직무 관련 불시정지 경로 분석

인적오류가 어떻게 불시정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

적오류기인 불시정지에 대한 사건보고서들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전출력 운전

중에는 정주기 시험 중 발생하는 인적오류와 고장난 부품에 대한 정비 작업 도

중에 일어나는 인적오류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만일, 운전원에 의해

발생한 인적오류가 즉각적인 원자로 정지를 발생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인적오류

에 의해 발생한 과도상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인적오류의 가능성이 중요하

게 고려되었다. 그림 3-27은 이와 같은 검토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출력 운

전 상황에서 인적오류에 기인하여 원자로 불시정지로 이어지는 경로를 도식적으

로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인적오류 이외에도 원자로 출력을 증

가시키는 과정 뿐만 아니라 과도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증기발생기 수위 제

어 실패 역시 원자로 불시정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림 3-27. 전출력 운전 상황에서 인적오류에 기인하여 원자로 불시정지로

이어지는 경로

그림 3-2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출력 상황에서 인적오류에 기인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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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불시정지는 크게 정주기 시험에 대한 요구와 기기 고장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인적오류 발생은 즉각적인 원자로 불시정지로 이어지거나

또는 과도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고, 과도상황에서 인적오류가 개입될 경우 이는

원자로 불시정지로 이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즉각적인 원자로 정지를 발생시키는 인적오류 이외에도, 어떤 인적오류는 발전

소에 결함을 남겨두게되고, 이렇게 남겨진 결함이 발전소가 특정한 조건이 이르

렀을 때 결국 원자로 불시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남겨진 결

함으로써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남겨진 인적오류들은 주로 정상상태 보다는

원자로의 출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과 같이 발전소의 상태를 변화시키

는 경우에 원자로 정지의 원인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보고서들

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전에서 인적오류가 원자로 불시정지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인적오류에 대한 분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들 중 원전에 대한 확률론

적안전성평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분류법이 초기사건의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

하는 방법이다. 이 분류법에 의하면, 인적오류는 Type I, II, III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각각 초기사건 이전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인적오류, 초기사건을

발생시킨 인적오류, 그리고 초기사건 이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오류를 의

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적오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 Type I 인적오류: 원자로 불시정지 또는 과도상황 이전에 발생한 인적 오류

- Type II 인적오류: 원자로 불시정지 또는 과도상황을 유발한 인적 오류

- Type III 인적오류: 과도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인

적 오류

Type I 인적오류는 현장에서 밸브의 위치를 잘못 설정한다거나 혹은 주제어실

에서 제어스위치를 잘못된 위치에 설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자로 불시정지의

원인이 되는 인적오류 등을 의미한다. 사건사고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

탕으로 Type I 인적오류의 원인들은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 정비

- 설정

- 절차서

- 설계/구현/제작/설치

Type II 인적오류는 원자로보호계통에 대한 시험 중 원자로 불시정지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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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인적오류 등을 의미한다. 사건사고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Type II 인적오류의 원인들은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 시험

- 정비

Type III 인적오류는 Type I 인적오류 또는 Type II 인적오류로 인해 발생된

과도상황에 대한 대응 과정에 발생하는 인적오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하

나의 원인만이 고려 대상이 되었다.

- 운전

이러한 인적오류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결과와 기존 사건사고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얻어진 통찰을 바탕으로 인적오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자로 불시

정지에 대한 경로를 도출하여, 4개의 발전소 상태와 7개의 천이로 구성되어 5가

지의 경로를 가지는 그림 3-28과 같은 간결한 불시정지 경로 모형 및 이에 따른

불시정지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그림 3-28에 따른 5가지 불시정지 경로는 아래

와 같다.

- 경로 1: Type I 인적오류에 의한 원자로 즉시 정지

- 경로 2: Type II 인적오류에 의한 원자로 즉시 정지

- 경로 3: Type I 인적오류로 발생된 과도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실패

- 경로 4: Type II 인적오류로 발생된 과도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실패

- 경로 5: 기타 원인으로 발생된 과도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실패

그림 3-28. 인적오류 기인 원자로 불시정지 경로 모형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100건의 인적오류기인 불시정지들을, 개발된 인

적오류기인 불시정지 경로 모형과 분류체계에 적용해본 결과, 표 3-37과 같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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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경로들 중에서 운전원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로 1과

경로 2가 전체 인적오류기인 불시정지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들 중 56%는 시험 및 정비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불시정지가 발

생한 것으로 밝혀져, 인적오류기인 불시정지를 감소하기위해서는 정비 및 시험

수행 이전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표 3-37에서 괄호 안에 표시된 숫자들은 증기발생기 수위제어와 관련된

사건의 수들로써, 전체적으로 100건의 원자로 불시정지 중에서 22건이 증기발생

기 수위제어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전에서 인적오류에 기인한 원

자로 불시정지를 감소하는데 있어서 증기발생기 수위제어의 중요성을 뒷받침하

는 분석 결과이다. 증기발생기 수위제어와 관련된 인적오류기인 원자로 불시정지

는 증기발생기 수위에 대한 디지털제어시스템의 도입에 따라서 현저하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로 불시정지에 대한 주

요한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경로 모형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표 3-37에서 2차측 사건사고 수가 1

차측 사건사고 수의 거의 2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표 3-3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실패에 의한 원자로 불시

정지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37 100건의 인적오류 기인 원자로 불시정지에 대한 경로 분석 결과

1차측 사건사고 수 2차측 사건사고 수 합계

경로 1 7 17 24

경로 2 23 34 (12) 57 (12)

경로 3 1 3 (2) 4 (2)

경로 4 0 3 (1) 3 (1)

경로 5 2 10 (7) 12 (7)

합계 33 67 (22) 100 (22)

표 3-38은 인적오류기인 불시정지에서 발견된 인적오류들에 대한 세부 분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38에서 전체 인적오류의 합계가 107개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경로 3과 경로 4가 각각 두 개씩의 인적오류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며, 표 3-37에서 경로 3과 경로 4의 사건사고 수의 합계가 7인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3-38을 통해서 1차 계통 및 2차 계통 모두 Type II 인적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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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불시정지에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더 분명한

결론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 인적오류와 연관된 업무의 빈도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3-38 인적오류기인 불시정지에서 발견된 인적오류들에 대한 분류 표

계통 유형 카테고리 사건사고 수 유형 합계 계통 합계

1차측

Type I

정비 2

8

34

설정 3

절차서 2

설계 등 1

Type II

정비 11

23시험 7

운전 5

Type III 운전 3 3

2차측

Type I

정비 9

20

73

설정 1

절차서 4

설계 등 6

Type II

정비 14

37시험 5

운전 18 (12)

Type III 운전 16 (10) 16

Total 107 (22)

Type II 인적오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표 3-39는 Type II 인적

오류를 전출력 상황과 정지저출력 상황에 대하여 분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39에서 전출력 상황에서 발생한 Type II 인적오류에 의한 원자로 불시정지

는 계획예방정비와 고장정비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비해, 정지저출력 상황에서 발생한 Type II 인적오류에 의한 원자로 불시정

지는 고장정비와 계획된 운전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지저출력 상황에서의 계획된 운전 중 원자로 불시정지는 증기발생기 수위 제

어 실패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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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전출력 및 정지저출력 상황에서의 Type II 인적오류 분류 결과

Task types
Path 2 Path 4

Total
FP1 LPSD2 FP LPSD

Planned maintenance 2 6 8

Periodic preventive maintenance 9 1 1 11

Corrective maintenance 15 7 1 23

Planned operation 2 15(12) 1 18

Total 28 29(12) 3 60
1
전출력
2정지저출력

이와 갈이 개발된 인적오류기인 불시정지 모형 및 불시정지 분류체계는 원전

에서 인적오류가 어떻게 불시정지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줌으로

써, 인적오류에 기인한 불시정지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뮬레이터 자료 수집

인적유발사건 예측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하여, 비정상 대응 훈련 자료를 수집하

였고, 비정상 대응 직무를 세분화하여 각 운전조의 항목별 비정상 대응 수행도를

평가하였으며, 비정상 상황 발생 이후 운전조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그림 3-29

는 비정상 대응 직무에 대한 훈련 자료 수집 및 분석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가. 비정상 대응 훈련 자료 수집

원전에서는 발전소 비정상 운전 상황에서의 발전소 주제어실의 운전원들의 운

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비정상 상황 운전 실습을 수행하고 있다. 각 발

전소의 운전조는 약 6개월에 1회씩 발전소 훈련 센터에 입소하여 각종 상황에

대비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 중에 발전소 비정상 상황에서

의 운전원 대처 능력과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뮬레이터를 통한 실습을 시

행하고 있다.

발전소 주제어실의 운전조는 5-6명의 운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각의 임무에 따라, 발전부장(SRO), 원자로차장(RO), 터빈차장(TO), 계측제어차장

(EO), 안전차장(STA) 및 발전대리로 구성되어 있다. 발전부장은 발전소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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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운전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원자로차장, 터빈차장, 계측제어차장은 각자 맡

은 역할에 따라, 원자로계통, 터빈계통, 전기계통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

고 안전차장은 발전소 안전 상태에 대한 총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29. 비정상 대응 직무 훈련 자료 수집 및 분석 프로세스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 교육훈련

센터의 협조를 받아, 발전소 주제어실 운전원의 비정상 대응 시뮬레이터 훈련 자

료를 수집하였다 (그림 3-30 참고).

그림 3-30. 비정상 대응 시뮬레이터 훈련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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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시나리오 전개

2007년

상반기

터빈발전기 TRIP

- L/D Back Pr Controller(PIK-201) Fail Hi

- 비상디젤발전기 운전중 Trip

- 유출수 배관 압력 방출밸브(CV-345) 누설

- Battery Charger 03NN Trip

- 복수기 진공 감소

- 터빈 출력 관련 배수밸브 닫힘 상태 유지

- 복수기 진공 감소 원인 보수 및 진공펌프

- 터빈 RESET 및 계통 병입 수행 요청

2007년

하반기

주제어실 밖에서 발전소 정지

- 붕소 평형 운전 요청(화학 기술부)

- SBCS 주제어기 Fail Hi

- 정기 점검 수행 중 AFAS-1 비정상 동작

- 보조 변압기(01XN) 측 화재 발생(선 방송후 조작)

- 운전 및 대기중인 주제어실 HVAC

- 주제어실 상주 불능에 따른 조치 요청

- 발전소 고온 정지 상태에서 냉각 수행 요청

2008년

상반기

복수기 진공상실

- SJAE 입구 스트레이너 하부 증기누설 발견

- 복수기 진공 저하

- 노외중성자 “A”채널 Middle Detector Fail Hi

- C-1E B 계열 연결 Non-1E BUS 전원상실

수집한 자료는 1) 비정상 대응 훈련 실습 녹화자료 2) 강사 및 운전원 계기 및

스위치 조작 기록(Instructor/Operator action log) 3) 시뮬레이터 주요 운전 변수

추세 4) 실습조 운전원 작업부하 설문조사등이다.

훈련 자료의 수집은 2007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현재까지 연간

상/하반기로 약 24개조씩 년 48개조의 훈련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현황과 연

도별 비정상 훈련 시나리오는 다음의 표 3-40과 표 3-41로 정리하였다.

표 3-40. 비정상 대응 훈련자료 수집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상반기 6개 운전조
하반기 22개 운전조

상반기 22개 운전조
하반기 24개 운전조

상반기 24개 운전조
하반기 12개 운전조

표 3-41. 연도별 비정상 훈련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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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M INLT TEPM HI 경보 발생

- 운전원 요청에 의한 Non-1E BUS Tie-차단기 투입

- CV CHILLER 01C 정지

- 탈기기 입구 밸브 비정상 닫힘/고착

2008년

하반기

지진발생

- ESOP 자동 기동

- 13SN DIV. B U.V 발생(20/34EN)

- 발전기 수소 누설

- 지진경보 발생(트리거 설정치 0.01g 이상)

- 가압기 수위제어기 설정치 고장 저

- 복수기관 누설

2009년

- 제어봉 집합체 1다발 부적절한 인출

- 저출력에서 MSIS 오동작

- 유출수 배압제어밸브 고장 닫힘

- 계통 주파수 상승

나. 비정상 대응 직무에 대한 운전조별 수행도 분석

비정상 대응 직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 운전조의 수행도 분석이 필

요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수행도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종류로

수행도 분석 방법을 정리하였다.

∙ 사건기반 측정 (event-based measurement)

∙ 자동 수행도 감시 (automated performance monitoring)

∙ 행위중심 평가 및 관찰 척도 (behaviorally-anchored rating and

observation scales)

∙ 행위적 관찰 척도 (behavioral observation scales)

∙ 자체평가보고서 척도 (self-report measures)

5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한 결과, 사건기반 측정 방법이 객관적인 사

건에 기반하여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또한 OECD Halden Reactor Project

에서 운전원 수행도 분석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인 OPAS (Operator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도 사건기반 측정 방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사건기반 측

정을 운전조별 수행도 분석을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비정상 대응관련 운전조 수행도를 사건기반 측정분석을 위하여 영광원자력본

부 교육훈련센터에서 수행한 2008년 상반기 및 하반기 비정상 실습 시나리오와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비정상절차서를 기반으로 현장전문가의 자문 의견 몇

운전팀들의 운전방식을 고려하여 다음 표 3-42와 같은 수행도 평가 척도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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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비정상 대응관련 운전원 수행도 분석 수행

하였다.

∙ 시뮬레이터 상의 운전원 조작 기록 (operator action log) 및 운전원 대화록

(communication log)에 기반하여 각 운전조에 대한 수행도를 분석

∙ 각 운전조가 해당 행위를 하는 시각을 기록함으로써 수행도 평가 척도의

해당 조작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 2008년 상반기 11개 운전조 및 2008년 하반기 13개 운전조에 대해 수행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정상

상황
단계 수행도 평가 척도 중요도 팀 1 팀2

복수기

관누설

증상
"CNDSR HW/SG #1,2 BLDN SODIUM

HI" 및 CDTY HI 경보 발생
10:25:40 13:51:44

긴급

조치

SGBD 고온관 전도도, 나트륨, 염소,

황산이온 측정 요청
15% 10:26:11 13:52:09

복수기 집수정 B1 출구밸브(V050) 차단 30% 10:28:19 13:53:28

CPP 전체(4대) 동작 요청 15% 10:29:43 13:55:22

CPP 우회밸브(V200) 차단 5% 13:55:27

복수기 집수정 배수펌프 운전 요청 10:28:55 13:55:04

복수기 수실 B1 해수 입구밸브(V093) 차단 30% 10:28:00 13:53:34

볼 재순환펌프 정지

복수기 수실 배기펌프 입구 차단밸브 닫음 13:58:49

복수기 입구수실 배기밸브 (V1003) 개방

요청
10:28:31 13:58:25

복수기 수실 B1 해수 출구밸브(V147) 차단

복수기 수실 B1 입출구배수밸브(V2127,

V2163) 개방 요청
13:58:43

SGBD 취출수 최대 운전 5% 10:30:24

취출수 방폐장쪽으로 유로 변경 요청

(V1045 OPEN, V1042 CLOSE)
10:41:20 13:57:13

SGBD 탈염기 및 여과기 우회 요청 10:40:48 13:55:59

후속

조치

2단계 조치상황시 출력감발 수행 10:36:10 14:00:59

누설 복수기관 정비

누설 복수기관 정비 완료 후 복수기

정상화

표 3-42. “복수기 관누설” 상황에 대한 수행도 분석 척도 및 분석 결과 예시

(2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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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운전조 비정상 실습 수행도 분석 결과 (2008년 상·하반기)

비정상 대응관련 운전조 수행도 분석 결과는 각 운전조가 어떠한 필요조치를

수행하고, 어떠한 필요조치를 수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본 운전조 수행도 평가 결과는 수행도 분석 방법론 개발의 연구

차원에서 수행된 것으로써, 운전조 수행도 사이의 상대적인 평가에는 활용이 가

능하나 운전조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 결과는 아니다.

다. 비정상 대응 직무에 대한 운전조 반응시간 분석

비정상 대응을 적절한 시간 내에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불시정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운전조의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여, 비정상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간 긴급성이 인정되는 운전조 조치사항 6개 항을 표 3-43

과 같이 도출하였다.

∙ 2008년 상반기 시나리오에서 2개항

∙ 2008년 하반기 시나리오에서 4개항

또한 그림 3-32는 도출된 운전조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시간 긴급성이 인정되

는 운전조 조치사항에 대한 운전조 반응시간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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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격납용기 냉각기 02C 전원상실

상황에서 격납용기 냉각기 03C 기동

밀봉유펌프 전원상실 상황에서

비상밀봉유펌프(ESOP) 기동

탈기기 수위 계기 고장 상황에서

탈기기 수위 선택 제어기 건전한

채널로 전환

가압기 수위 계기 고장에 따른

유출수 차단 발생 상황에서

유출수차단밸브 개방

-
가압기 수위 자동제어기 고장

상황에서 가압기 수위 제어

-
복수기 관누설 상황에서 해당 복수기

집수정 출구밸브 차단

표 3-43. 2008년 상·하반기 비정상 대응 실습에서 시간 긴급성이 인정되는

운전조 조치사항

(평균: 0:03:04, 표준편차: 0:01:13)   (평균: 0:07:44, 표준편차: 0:02:14)

그림 3-32. 시간 긴급성이 인정되는 운전조 조치사항에 대한

운전조 반응시간 분석 결과에 대한 예시

(좌측: ESOP 기동 반응시간, 우측: 유출수차단밸브 개방 반응시간)

3.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체계 개발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비정상 상황에서의 발전소 및 각종 안전 관련 기기들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인적 수행 성능유지가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밑받침 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확한 의사 전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상/비정상 상황에서 발전소 상태를 안정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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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운전원간의 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타 산업 및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

션유형 분류 체계(Speech Act Coding Scheme) 을 확장하였으며, 운전원들의 비

정상 운전 실습상황을 분석함으로써, Multi-Way 커뮤니케이션 비율과 같은 커뮤

니케이션 품질 지시자들을 관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 장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유형 분류 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

였다.

가.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 기존 사례 연구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의 한 방법으로서, 그동안 여러 산업 분야에서 커뮤니

케이션 유형 분류체계를 이용한 프로토콜의 분석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언어행

위/화행 이론 (Speech Act Theory)은 언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자체를 언어행위

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Searle, 1969].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체계는 이를 구

체화하기 위해 구현한 언어 행위 유형 분류체계로서 대화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

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표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

양한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가 제안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Foushee는 항공분야에서 운전조간의 최근 공동 탑승 이력여부와 운전조 운항

수행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커뮤니케이션과 운전 수행도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Foushee, 1981].

Veinott는 로우/하이 작업부하를 가진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한 승무원간에 운

전중 커뮤니케이션 유발 경로를 분석연구에서, 항공 실험의 경우 60% 이상이

‘관찰’ 행위로부터 대화가 시작되어, ‘응답/질의’ 등의 순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진

행됨을 보였다 [Veinott, 1995]. 이는 항공기 운항의 경우 일상운전을 포함하므로,

‘관찰’ 행위가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또한 소방 및 화재 분야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위한 새로운 패턴 분석

방식이 제안되었는데, 정보교환, 성능감시, 평가, 전략결정 등 일상 상황보다 비

정상/비상시에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구성원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수행 성능의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Schraagen, 2001].

원자력분야에서의 MCR 운전조간 커뮤니케이션 패턴 분석 사례는, 비상상황에

서의 비상 운전절차서를 이용함에 있어서 컴퓨터 기반의 절차서가 기존의 서면

절차서보다 커뮤니케이션대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드는데, 이는 컴퓨터 화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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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 공유가 수월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분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

체계 제안하였다 [Min, 2004].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체계는 각 분류 항목의 분포비율 이외의 커뮤니케

이션 품질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즉 명령체계, 호출체

계, 질의 및 응답체계, 관찰/보고체계, 기타체계의 분포비율의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Multi-way 커뮤니케이션 수행여부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품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주요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비정상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의 수행 여부가 비정상 상황

대응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비정상 (off-normal) 상황하에서

발전소에서 운전원들의 상황 인식도 (Situation Awareness)는 발전소의 안전도

및 운전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비정상 상황하에서 운전원간의

대화중에 잘못된 정보 전달은 정확한 상황 인식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과 지시를 야기하므로, 그릇된 조치를

수행하게하고,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정상 상황에서 운전원간의 정보 공유 및 이해 능력의 향상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한 커뮤니케이션 분류 유형 체계들은 비

정상 대응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전원들의 대화상에서의 메시지 전달 정

확도를 추정(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대화의 단

계에서의 메시지 전달이 확실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단계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명령(Command)’에서 Multi-Way 커뮤니케이션은 특히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호출’, ‘질의’ 등과 같은 메시지 유형과는

달리, ‘명령’은 운전원의 행위를 유발하고, 이는 발전소 시스템의 상태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분류 체계들에서 보여줄 수 없는 각 세

부 단계별 메시지 전달 확인 가능한 확장된 커뮤니케이션 분류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정상 상황에서의 운전원들의 커뮤니케이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커뮤니케이션 분류체계를 상세 세분화하여 추가적인 분석 항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안한 후 비교 평가를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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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발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체계 비고

항공 Blaes

(1950)

Interaction Process Analysis (IPA)

- Shows solidarity, raises other’s status, gives help, and

rewards.

- Shows tension release, jokes, laughs, shows satisfaction.

- Agrees, shows passive acceptance, understands, concurs,

and complies.

- Gives opinion, evaluation, analysis, expresses feeling,

wish.

- Gives suggestion, direction, implying autonomy for other.

- Gives task orientation, information, repeats, clarifies, and

confirms.

- Asks for orientation, information, repetition, or

confirmation.

- Asks for opinion, evaluation, analysis, expression of

feeling.

- Asks for suggestion, direction, possible ways of action.

- Disagrees, shows passive rejection, formality, withholds

help.

- Shows tension, asks for help, withdraws out of field.

- Shows antagonism, deflates other’s status, defends or

asserts self.

- IPA는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위한 12개의 범주

로 구성되어 있음

- 직무기반의 리더십 척도와 감정 표출과 관련

된 척도로 구성함.

- 직무 기반의 리더십 척도

- 요약 및 방향 지시 유형

- 질의 유형

- 사회-감정 리더십 척도

-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Foushee

& Mano

(1981)

- Crew member observation

- Command

- Inquires

- Response uncertainty

- Agreement

- Acknowledgement

- Tension release

- Proposed speech act coding scheme based

on Bales’ IPA (’50) in order to observe

communication quality and performance on

information transfer within the cockpit.

표 3-44. 기존에 개발된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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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ustration or anger

- Embarrassment

- Pushes

Kanki &

Foushee

(1989)

- Command

- Observation

- Suggestion

- Statement of intent

- Inquiry

- Agreement

- Disagreement

- Acknowledgement

- Answer

- Response uncertainty

- Tension release

- Frustration/anger/derisive comment

- Embarrassment

- Repeat

- Checklist

- Non-task related

- Non-codable

- ATC

- Total communication

- Foushee & Manos’에 의하여 개발된 패턴 유

형(‘81)을 확장하여 제안함

- 19개의 패턴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자력 Kettunen

& Pyy

(2000)

- Command - Manipulation

- Command - Others

- Call

- Acknowledgement

- Inquiry - Identification

- Inquiry - Confirmation

- Reply - Confirmation

- Reply - Report

- Kettunen과 Pyy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원자

력 발전소 주제어실 대화 분석을 위하여 11개

패턴 유형으로 구성됨.

Min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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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ervation

- Suggestion

- Statement of intent

- Judgment

- Encouragement

- Non-Task related

- Uncodable

화재/소방 Schraagen

외

(2001)

- Information Exchange

- Performance Monitoring

- Evaluation

- Determining Strategies

- Situation Knowledge

- Team Knowledge

- Remaining communication

- 7개의 패턴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화재 모의훈련에서 반복작업의 분석을 위해

사용됨

컴퓨터 Olsen 외

(1992)

- Issue

- Alternative

- Criterion

- Project Management

- Meeting Management

- Summary

- Clarification

- Digression

- Goal

- Walkthrough

- Other

- 11개의 패턴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 프로젝트 관리 및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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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장형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체계의 개발 및 적용

(1) 비정상 대응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원전의 운전 상태는 일상운전상태 (normal)와 off-normal 운전상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off-normal 운전상태는 발전소 원자로 trip 여부에 따라 비상(emergency)과

비정상(abnormal) 운전상태로 규정지을 수 있다. 발전소가 비상 운전상태로 돌입되

면, MCR내의 운전원들은, 각 상황별로 상세하게 정의된, 비상운전절차서의 세부 절

차에 따라 발전소를 안전한 상태로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 운전상태의

경우에는 MCR내의 운전원들이 발전소 운전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하여 비정

상 운전 절차서를 참조하여 회복 조치를 수행하게 되나, 일반적인 경우, 비정상 운

전 절차서가 모든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를 커버하고 있지 못하고, 일반적

인 회복 방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각 상황별로 발전소 상태에 따른

대응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정상 상황에서의 운전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은 다

른 운전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것으로 기대되며, 그 중요

도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발전소 정상 운전중 off-normal 상황이 발생하면, MCR내 운전원들은 발전소 운

전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서 문제

를 해결한다.

- MCR 내 경보 및 계기정보로부터 발전소 비정상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화를 통

하여 운전원간에 인지상황을 공유한다.

- 발생한 비정상 상황의 문제를 파악하고, 절차서 및 토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결정한다.

- 문제해결을 위해 앞 단계에서 결정한 해결 방안의 조치를 수행한다.

-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소 운전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각 단계별 조치를 통하여 발전소 운전 상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각 단

계마다 운전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해당 조치(행위)를 하게된다. 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인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며, 이때 주로 발전소 발생

상황에 대한 운전원간에 ‘관찰’, ‘보고’, ‘제안’, ‘판단’, ‘공지’ 등을 통해 상황을 인식

및 공유하고, 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결정 단계에서 운전원간에 '질의', '응답'을 통

해 해결방안을 결정하며, 이를 위한 필요 조치 수행하기 위해 ‘명령', '명령수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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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필요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전 단계의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비정상/비상’상황 발생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해결 모델을

고려하였다.

그림 3-33. 비정상/비상 상황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해결 절차

(2) 확장형 분류체계의 개발

그림 3-33에서 설명한 커뮤니케이션의 일반화를 위하여 확장형 커뮤니케이션 유

형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체계는 호

출체계, 질의/응답체계, 명령체계, 관찰체계, 기타체계의 5개 대분류체계와 18개의

세부체계를 구성하였으며, 표 3-45에 정리하였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 체계의 제약을 극복하기위

해 상세히 세분화 한 것이고, 각 대분류 단계에서의 메시지 전달의 확인여부를 파

악하기 위하여 세부항목으로 추가한 것이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호출단계에서는 호출과 호출에 대한 응대 이외에 호출자의 자기인식 및 호출

인식에 대한 응대 단계를 세분화 하여 추가하였다.

- 질의/응답 단계에서는 ‘질의’와 ‘응답’에 추가하여 응답자의 응답내용에 대한

수신여부를 표시하기 위하여 ‘응답수신’을 상세분류에 포함하였다.

- 명령체계는 3-way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단계인 ‘명령’, ‘명령수신’, ‘명령확인’

단계에 ‘제안’을 상세분류에 포함하였다.

- 기타 관찰 보고체계는 크게 ‘판단’과 그에 대한 수신여부를 표시하기 위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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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신’ 그리고 ‘공지’ 와 ‘공지수신’, 그리고 ‘수신표시’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신분류체계의 주요 특성은, 이전에 사용하였던 분류체계 및 연구에서 각종 수

신행위를 위하여 광범위 하게 사용하였던 ‘수신표시(acknowledgement)'를 각 대분

류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 하여 추가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

으로써 운전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수행시 각 대분류 체계마다 메시지 전달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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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본연구에서 제안한 개정된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체계

* 표시가 세분화 되어 확장된 분류체계임

대분류 상세분류 설명 용례

호출체계

호출 대화 상대를 호출하는 말 원자로 과장님 나오세요.

호출응대 호출에 대하여 응답하는 말 네 RO입니다.

*호출(자기)인식 피호출자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는 말 네, 계측제어부인데요.

*호출인식응대 호출자의 자기인식에 대응하는 말 네.

질의/응답체계

질의 질문을 던지는 말 (질문, 확인질문) 진공펌프 기동했나?

응답 질문에 대한 답변 예. 기동했습니다.

*응답수신 응답을 수신하는 말 네.

명령체계

명령 기기조작 등의 행위를 요구
밸브V202닫아주세요!

디젤발전기기동하세요!!

*명령수신 명령을 접수하였음을 표시하는 말 네 디젤발전기 기동하겠습니다.

*명령확인 명령수신을 확인하는 말 네 알겠습니다.

제안 의견을 제시하는 말 - 명령을 유도함
가압기수위가낮으므로충전펌프

기동하겠습니다.

관찰/보고체계
관찰

발전소및기기상태에대하여

묘사하는말

증기발생기수위증가중에있습니다.

출력1029MW입니다.

*관찰수신 관찰/보고에 대응하는 수신표현 알겠습니다.

기타체계

판단 상황에 대하여 판단하는 말 진공펌프 저압력 때문에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판단수신 판단에 대한 수신표현 아 그래요~

공지
발전소전체혹은일부에방송을통하여

공지하는말

현장에알려드립니다.정기점검관련하여

Class1E디젤발전기B기동하겠습니다.

*공지수신 공지에 대한 수신표현 네 알겠습니다.

수신표시 상대방의 대화에 반응하는 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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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시나리오 담당 Operator

복수기 진공 상실

- 제어봉 슬립 다운 기술 지침서 적용

- 복수기 진공 저하시 누설부위 확인 및 조치

- 비안전등급 전원(Non-1E Bus) 상실시

관련 조치

SRO

RO

TO

EO

표 3-46. 실습에 사용된 비정상 시나리오

(3) 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 제안한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체계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원자력 발전소 비정상 시나리오 실습에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비정상 시나리오는 복수기 진공상실시 운전원 대응조치에 관련된

내용으로 각 운전원들의 담당 직무에 따라서 한 차례씩 비정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

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므며 다음 표 3-46에 정리하였다.

운전원들의 비정상 시나리오 실습 커뮤니케이션 분석을 위하여 현장에서 취득한 ,

5회분의 실습 녹화 자료 분석하였는데, 각각의 녹화된 실습 동영상을 기초로 녹취

록으로 변환하였으며, 운전원간의 대화 메시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체계에 따라 상세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 3-34는 자료 수집에서 의사소통분석까지의 업무흐름도 이다.

그림 3-34. 의사소통분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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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비정상 실습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체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대분류

분석을 수행하였고, 상세 분류 기준에 따라 상세 분류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대분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비정상 상황에서의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각 대분류별 문

제 처리 흐름의 관찰이 가능하였고, 상세 분류 분석은 각 메시지 패턴간의 상호 관

계 및 메시지 전달 정확도의 관찰이 가능하였다.

(1) 대분류 분석 결과

다음 그림 3-35는 대분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대분류 분석 결과 비정상 운전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프로세스는 비정상 상황인식, 문제 해결방안 결정, 필요조치의

수행을 나타내는, ‘호출체계’ -> ‘질의/응답체계’ -> ‘명령’ 등의 진행 순서로 수행되

었으며, 이들 3가지 주요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전체의 76.9%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관찰’, ‘보고’, ‘공지’ 등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23.1%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패턴

들은 3대 주요 대분류 상황 안에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삽입되어 사용되었다.

그림 3-35. 대분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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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분류분석결과

비정상 상황에서의 상세 분류 패턴 분석은 ‘호출체계’, ‘질의/응답체계’, ‘명령체계’

등의 대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세분류 커뮤니케이션 패턴들에 대하여 각 각

분석한 결과이다.

다음 그림 3-36은 상세분류 의사 패턴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36. 상세분류 분석결과

상세분류분석 그림은 "flying-bird" 형태의 나타내고 있으며, 호출, 질의, 명령, 관

찰 체계가 의사패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리(부리)를 나타내는 공지(공지

수신)등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 Multi-Way 커뮤니케이션분류

각 대분류 체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메시지 전달 단계를 구체화하기 위하

여 그림 3-37과 같이 Multi-Way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였다. 먼저 호출체계의 경

우 2-Way와 4-Way 호출체계로 구분하여, 운전원간의 ‘호출/호출응대’만으로 호출

이 완료되는 2-Way 호출체계와 ‘호출/호출응대/호출인식/호출인식확인’으로 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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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Multi-Way 커뮤니케이션

확인의 단계를 추가한 4-Way 커뮤니케이션단계로 구분하였다. 질의/응답체계에서

는 질문자의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만 구성된 경우의 2-Way 단계와 응답내용에

대한 확인(응답수신)을 추가한 3-Way 커뮤니케이션단계로 구분하였다. 명령체계는

‘명령’에 대한 ‘명령수신’ 의 2-way 단계와 ‘명령확인’의 단계를 포함한 3-Way 커뮤

니케이션단계를 구분하였다.

각 체계별 Multi-Way 커뮤니케이션의 예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먼저 호출체계의 경우 1st 운전원(호출자)이 “원자로과장 나오세요”라고 호출하면,

2nd 운전원(피호출자)이 “네 원자로과장입니다”라고 호출에 응대하고 호출 행위가

완료되는 경우를 ‘2-way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에 덧붙여 호출자가

“여기 계측제어부인데요”라고 피호출자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면, 그에 대하여 피호출

자가 “네. 말씀하십시오”하고 호출인식에 대한 응대를 하여 호출 대상자 쌍방의 신

원인식이 완료되는 경우를 ’4-way 커뮤니케이션' 이라 정의하였다.

질의/응답체계의 경우, 1st 운전원(질의자)가 “발전기 출력을 얼마나 감발합니까?”

라고 보낸 질의에 대하여, 2nd 운전원(응답자)가 “80%까지 감발합니다”라고 응답하

고 마무리 짓는 경우 ‘2-way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에 덧붙여 질의자

가 “80%. 네 알겠습니다.”와 같이 응답자의 응답에 대하여 메시지를 확인하는 응답

수신을 표하는 경우를 ’3-way 커뮤니케이션'이라 정의하였다.

명령체계의 경우 1st 운전원(명령자)가 “밸브202를 잠궈주세요”라고 보낸 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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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운전원(명령수신자)가 “밸브202 잠그겠습니다” 라고 명령수신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를 ‘2-way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 하였고, 이에 덧붙여 명령자가 “네.

잠그세요”라고 명령확인을 표하는 경우를 ’3-way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음 표 3-47은 Multi-Way 커뮤니케이션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호출체계 질의/응답체계 명령체계

2-Way (60.1%) 2-Way (83.8%) 2-Way (54.4%)

4-Way (39.9%) 3-Way (16.2%) 3-Way (45.6%)

표 3-47. Multi-Way 커뮤니케이션 분석결과

(나) Multi-Way 커뮤니케이션 분석 결과

먼저 호출체계를 구성하는 상세분류 커뮤니케이션 패턴들은 ‘호출’, ‘호출응대’, ‘호

출자기인식’, ‘호출인식응대’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각 호출(7.4%), 호출응

대(7.4%), 호출자기인식(3.0%), 호출인식응대(3.0%)로 관찰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호

출체계에서 호출과 응대를 의미하는 2-way 커뮤니케이션 비율은 백분율 60.1%로

관찰되었으며, 호출에 대한 응대여부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4-way 커뮤니케이션 비

율은 39.9%로 관찰되었다.

질의응답체계를 구성하는 상세분류 커뮤니케이션 패턴들은 ‘질의’, ‘응답’, ‘응답수

신’으로 각각 질의(15.4%), 응답(14.2%), 응답수신(2.3%)로 관찰되었고, 질의와 응답

으로 구성된 2-way 커뮤니케이션 비율은 83.3%, 질의, 응답, 응답수신으로 구성된

3-way 커뮤니케이션 비율은 16.2%로 관찰되었다.

명령체계는 크게 ‘명령’으로부터 명령체계의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명령체계-1)와

‘제안’으로부터 명령체계의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명령체계-2)의 두가지 체계로 관

찰하였는데, 명령체계-1은 ‘명령’, ‘명령수신’, ‘명령확인’으로 구성되며 각각 명령

(5.5%), 명령수신(5.2%), 명령확인(2.4%)로 관찰되었으며, 2-way 커뮤니케이션

(54.4%)과 3-way 커뮤니케이션 (45.6%)로 관찰되었다. 제안으로부터 명령체계의 절

차가 시작되는 경우인 명령체계-2의 비율은 제안(5.5%), 명령(5.5%)로 관찰되었으

며, 조직의 분위기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명령체계-1과 명령체계-2의 비율이 각 각

49.6%, 50.4%로 거의 대등한 비율로 관찰되었다.

기타분류인 관찰체계(관찰, 관찰수신), 판단체계(판단, 판단수신), 공지(공지,공지수

신) 및 수신표시의 커뮤니케이션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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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체계 (14.7%) : 관찰(11.5%), 관찰수신(3.1%)

- 판단체계 (3.3%) : 판단(2.6%), 판단수신(0.7%)

- 공지체계 (3.2%) : 공지(2.4%), 공지수신(0.8%)

- 수신표시 (1.9%)

라. 대분류 체계별 결과 분석

(1) 호출체계

약 60.1%가 2-way 커뮤니케이션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39.1%가 4-way 커뮤

니케이션 을 수행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대화자가 모두 동일 공간내

에 있을 경우에는 2-way 호출로 서로간의 인식이 가능하지만, 대화자 쌍방이 동일

공간에 있지 않은 경우는 호출 및 호출응대 이후에, 호출자기인식 과 호출인식응대

가 포함된 4-way 커뮤니케이션 호출을 수행함으로써 대화자간의 인식 정확도를 높

일수 있다. 관찰 결과, 동일 공간인 MCR 내에서의 운전원간의 호출행위는 2-way

커뮤니케이션 으로 수행하고 있음이 관찰되었고, MCR 내의 운전원과 현장운전원

(훈련센터의 instructor 가 대행함)간의 호출은 4-way 커뮤니케이션 을 수행하고 있

음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관찰에서의 호출행위는 대화자가 동일 공간에 함께 있

는지의 여부에 따라 2-way 커뮤니케이션, 4-way 커뮤니케이션가 결정되었다.

동일 공간내의 호출체계의 경우 간혹 1-way 커뮤니케이션 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호출’과 동시에 다른 패턴의 메시지 (예: 관찰, 질의, 제안 등)를 결합하여 의사가

전달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두차원의 직접적인 호출응대는 없었지만, 답

변을 수행하였다는 의미이므로 face to face 차원에서의 호출응대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질의응답체계

질의와 응답으로 끝나는 2-way 커뮤니케이션 과 질의, 응답 및 질의자가 응답자

의 답변에 수신 확인을 표시하는 응답수신을 포함하는 3-way 커뮤니케이션의 수행

비율이 2-way (83.8%), 3-way(16.2%)로 관찰되었다. 질의(15.4%), 응답(14.2%)에

대하여 응답수신(2.3%)는 정보 전달 정확도의 척도로 판단될 수 있으며, 2-way 에

비하여 3-way 비율이 1/5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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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령체계

발전소 비정상 상황에서 주요한 의사 결정 행위 및 발전소 운전상태에 가장 영향

을 미치는 명령체계는 명령의 방향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먼저 조직의 상위로부터 명령이 하달되는 경우의 명령체계 전개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조직의 하위 혹은 대등한 위치에서는 명령체계의 전개가 일반적

으로 ‘제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명령체계를 명령체계-1, 명령

체계-2로 나눠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균적으로 명령체계-1(49.6%)과

명령체계-2(50.4%)는 거의 대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행위에서 주

요한 단계의 명령행위는 SRO(leader)에 의하여 결정되어 명령이 하달되는 경향을

보이고, 시스템의 영향정도와 시간적인 긴박감에서 비교적 덜 중요한 단계의 의사

결정행위는 운전원간에 결정되고 명령행위가 발생함을 보이고 있다. 물론 훈련-실

습팀별로 각각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정성적인 의미의 조직 분위기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명령체계-1에서의 2-way와 3-way 커뮤니케이션의 구성비율이 2-way

(54.4%), 3-way (45.6%)로 관찰되었는데, 3-way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수신확

인(acknowledgement)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혹은 옳은지에 대한 검증 역

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 표시의 부족이 성능에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운

전 성능과 acknowledgement 간은 반비례 관계로서 실험에 의하면,

acknowledgement를 많이 수행하는 팀의 에러 발생 횟수가 현저히 적고 이는 인적

실수 예방 차원에서 훈련에 의하여 습득되어 질 수 있다.

(4) 기타체계

기타체계에서의 관찰, 판단, 공지에 대한, 관찰수신, 판단수신, 공지수신의 비율이

약 1/3-1/4로 관찰되었다. 명령체계 등과 같이 3-way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 체계와는 달리, 이들은 주로 1-way 의 성격이 강한 커뮤니케이션 패턴들로

서, Multi-way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기엔 곤란하다.

4. 커뮤니케이션 품질 평가 기술 개발

최근 각종 에너지 활용기술 및 전자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건축기술의 고도화로



- 120 -

인하여 다양한 산업시설물들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대형화된 산업시설물들

은 그 효율성 및 잉여창출의 면을 고려하여 창출되고 있으나 그 안정성 및 원활한

프로세스가 보장되어야한다. 특히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산업시설물은 언제나 잠재된 고위험도를 상존시키고 있으므로, 위험도를 최대

한 감소시키고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발

전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 등 각종 플랜트 등에 있어서, 각종 전자장비 등을 이

용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상기 안전장치를 제어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안전장치의 정확한 제어 및 동작이 중요하다. 특히, 비

상 등의 위급한 상황하에서의 안전장치를 제어하는 운전원의 커뮤니케이션 품질은

상황 대처 성능을 결정짓고, 사고발생을 예방 또는 저지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커뮤니케이션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운전원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개선을 확립하고, 부적절한 커뮤니케이

션으로 인한 인적 오류 절감을 꾀할 수 있다. 양질의 커뮤니케이션은 대화자간의

대화 내용을 상호간에 올바르게 이해 및 숙지한 것이라고 규정할 때, 이는 대화 메

시지의 충실도 및 유사도 등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커

뮤니케이션 품질을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고위험시설에서의 운전원들의 직무능력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종 산업시설 현장

에서 i) 대화자들간의 대화품질을 측정하는 시스템 및 방법과 ii) 다양한 산업현장에

알맞은 대화품질 측정시스템 및 방법 iii) 더 나아가 대화품질 측정으로 인한 직무

능력의 개선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조력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원전 주제어실 운전원들이 비상 및 비정상 상황

하에서의 대응 운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대화 내용의 유사성을 측정함

으로써, 운전원 대화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원전

주제어실 운전원들이 비상 및 비정상 상황 하에서의 운전 직무에 발생하는 대화 내

용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운전원간의 대화 충실도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비상 및 비정상 대응 직무의 성과도를 간접 예측할 수 있다.

가. 커뮤니케이션 품질 평가 방법

(1) 문장 유사도 평가

본 연구는 원전 주제어실 운전원들이 비상 및 비정상 상황 하에서의 대응 운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대화 내용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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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간의 대화 충실도 및 이해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비상 및 비정상 대

응 직무의 성과도를 간접 예측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개발이다.

이를 위한 필수적인 개념이 유사도 평가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장의 유사

도는 수학 및 컴퓨터 공학에서 널리 이용되는 벡터를 이용한 유사도 평가 로직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

유사도 평가 로직은 운전원간의 대화 문장을 수학 벡터로 표현하고, 각 벡터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문장 간의 유사도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수학 분야에서

그 기초가 확립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공학 분야의

인터넷 검색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웹 문서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웹 검색엔진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키워드와

검색엔진이 웹 공간상의 각종 문서들의 색인한 결과와의 연관 유사도 계산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색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문서들을 선정하여 검색

엔진의 결과로서 출력한다. 이 경우 검색 결과의 배치는 검색어와 유사도가 높은

문서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는데, 이는 유사도 계산 기법을 이용한 유사도 평가 결

과에 따르기 때문이다. 유사도 계산 기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 되

는 것이 Cosine Similarity 계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cos 























여기서 D, Q는 각 운전원의 대화 문장을 나타내며 이를 이용한 Cosine Similarity

유사도 계산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였다.

(2) Cosine Similarity를 이용한 단위 직무 유사도 평가

본 연구는 앞에 설명한 유사도 평가로직을, 원전 운전원간의 대화 메시지를 기준

으로 유사도 평가에 이용하고자 개발한 것이다. 다음 그림은 두 명의 운전원(발전부

장과 발전차장)의 대화 메시지를 앞서 설명한 Cosine similarity를 이용한 유사도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대화 유사도 평가 예이다. 두 운전원의 대화 메시지

는 발전팀장이 발전차장에게 내린 명령에 대하여, 발전차장이 응답한 내용이다. 대

화 메시지의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문장에 대하여 형태소(인덱스)를 구분하

면 문장1, 문장2와 같이 추출된다. 추출된 각 형태소 인덱스에 대하여, 이를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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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로 표현하고 각 형태소의 벡터를 구하면 도면과 같이 vector1, vector2가 추출

되고, 이 들 벡터간의 거리를 cosine similarity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면, 계산 결

과 0.6708204, 즉 67.1%의 대화 문장 유사도(일치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38. Cosine Similarity를 이용한 운전원간의 대화 문장 유사도 평가 예

위의 평가 사례는 단위직무에 대하여 대화 문장 유사도를 평가한 사례이다. 비상

및 비정상 상황하에서의 전체 운전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품질 평가는 단위 직무

에 대한 각 운전원들간의 대화 품질 평가 결과들을 전체 직무에 대하여 통합하여

통계 처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비상 및 비정상 대응 직무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하여 해결해야 하는 담당 운전원들간의 세부 단위 직무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 직무에 대한 해당 운전원들의 대화 품질 평가 결과를 통합하여 통계 처리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나. 운전원 대화 품질 평가 방법 개발

(1) 대화 품질 평가 프레임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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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운전원간의 대화간의 유사성을 측정함으로써, 운전원 대화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음 그림은 대화 품질 평가 수

행 흐름도를 나타내는데, 자료의 수집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가공, 그리고 가공된

자료를 각 단위 직무별로 분리하여 단위 작업별 대화 문장 유사도를 평가하고, 각

평가 결과를 전체 직무에 대하여 통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림 3-39. 대화 품질 평가 수행 흐름도

(2) 대화 품질 평가 방법 개발

운전원간의 대화 품질 평가를 위한 수행 절차는 크게 다음의 4가지 단계로 구성

된다.

제1단계는 운전원간의 대화 자료를 취득하여 실질적인 대화 품질 평가를 수행하

기 위한 준비 단계이고, 이는 크게 1) 실습 자료 녹화, 2) 녹취록 작성, 3) 메시지

분류 (대화시간, 대화자, 메시지 유형, 메시지내용)의 단계로 구성한다.

제2단계는 운전원간의 대화 유사도 평가의 첫 단계인 문장 형태소 구분에 의한

문장 유사도 평가 단계이다.

제3단계는 대화 유사도 평가의 두 번째 단계로서, 문장 의미소 확장에 의한 문장

유사도 평가 단계이다.

제4단계는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 각 각 구한 운전원간의 대화 유사도 평가 결과

를 통계 처리하여 최종 유사도를 얻기 위한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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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각 단계별로 구성한 문장 유사도 시스템의 상세 구성도를 보여준다.

그림 3-40. 대화 품질 평가 단계별 처리도

위를 수행하기 위한 각 단계별 상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대화 자료 취득

실습자료를 취득하여 녹취록을 작성한 후 유사도 평가를 위한 메시지 분류 단계

로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한다.

- 실습자료를 취득한다. 자료는 비정상/비상등의 실습에 대하여 녹화 및 녹음을

통하여 취득한다.

- 대화 녹취록을 작성한다. 녹취록에 수록할 항목은 대화자, 시작 및 종료시각,

대화내용을 필수로 기록한다.

- 대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메시지 유형을 분류하고, 전체 직무를 내용 및 대

화자의 구분에 따른 단위 직무로 세분화 한다.

- 각 단위 직무별로 다음의 제 2단계, 제 3단계의 대화 유사도 평가를 수행하고,

전체 직무에 대하여 반복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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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장 형태소 구분에 의한 문장 유사도 평가

형태소 구분에 의한 문장 유사도 평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한다 (그림

3-41 참고).

그림 3-41. 문장 형태소 구분에 의한 문장 유사도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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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형태소 구분에 의한 문장 유사도 평가의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 1단계에서 작성한 녹취록 자료를 운전원과 원문형식으로 준비하고, 운전원

단위 대화별로 구분한다.

- 녹취록으로부터 각 운전원의 대화 메시지를 형태소 단위로 분리한다. 형태소

분리는 문장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의미의 기능을 부여하는 언어 형태론적

수준의 최소단위로 구분한다.

- 윗 단계에서 분리된 형태소를 각 대화자별로 병합한다. 즉 단위 직무를 표시

하는 대화 내용에서 각 대화자 별로 대화한 내용을 병합한다.

- 대화자별로 병합된 형태소 집합을 유사도 계산 로직을 이용하여 문장 유사도

계산을 수행한다.

그림 3-42는 문장 형태소 구분에 의한 문장 유사도 평가 수행 예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녹취록 원본에 대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여 분리한 형태

소들을 대화자(운전원) 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문장 유사도

계산 전산 모듈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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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유사도 평가 사례 (형태소 분석 및 유사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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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장 의미소 확장에 의한 문장 유사도 평가

문장 의미소 확장은 형태소를 실제 대화 내용에 맞게 의미 확장을 하여 문장의

유사도 평가를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의미소 확장이라 함은 본래 대화 내용의 의

미를 기준으로 확장하여 의미 전달이 되었음을 가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동의

어 확장 및 문장 수신 구호의 확장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원1이 ‘밸브 30

번 잠그세요’라고 지시 했을때, 운전원2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경우, 제 2단

계 형태소 분석단계에서는 ‘밸브30, 잠금’과 ‘네’와 같이 형태소 분리가 되지만, 본

단계 의미소 확장단계에서는 운전원2의 대답은 운전원1의 지시에 대하여 이해 및

수락하고 있음을 가정하여 ‘밸브30번 잠그세요’의 지시에 대하여 ‘밸브 30번 잠그겠

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의미가 확장 가능하고, 이의 형태소를 분리한 ‘밸브30,

잠금’ 과 ‘밸브30, 잠금’으로 구분 하는것을 의미한다.

그림 3-43은 운전원간의 대화 원문에 대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이를

다시 의미소 분석을 통한 유의어 확장 예를 보여준다.

그림 3-43. 형태소 처리 및 의미소 확장 예

대화 문장의 의미소 확장에 의한 유사도 평가를 위한 상세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 1단계에서 작성한 녹취록 자료를 운전원과 원문형식으로 준비하고, 운전원

단위 대화별로 구분한다.

- 의미 확장및 형태소 분석은 다음의 두 단계로 분리하여 수행한다.

- 녹취록의 각 운전원의 대화 메시지에 대하여 의미 확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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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확장된 각 운전원의 대화 메시지를 형태소 단위로 분리한다. 형태소

분리는 문장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의미의 기능을 부여하는 언어

형태론적 수준의 최소단위로 구분한다.

- 윗 단계에서 분리된 형태소를 각 대화자별로 병합한다. 즉 단위 직무를 표시하

는 대화 내용에서 각 대화자 별로 대화한 내용을 병합한다.

- 대화자별로 병합된 의미소 집합을 유사도 계산 로직을 이용하여 문장 유사도

계산을 수행한다.

그림 3-44. 문장 의미소 확장에 의한 문장 유사도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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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는 문장 의미소 확장에 의한 문장 유사도 평가 수행 예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녹취록 원본에 대하여 형태소 분석과 의미소 분석을 통한 유

의어 확장을 수행한 후, 대화자(운전원)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

한 문장 유사도 계산 전산 모듈을 이용하여 계산한 의미소 확장에 의한 문장 유사

도 분석 결과이다.

그림 3-45. 유사도 평가 사례 (형태소 의미 확장 및 유사도 평가)

(라) 유사도 평가 결과의 통계 처리

앞에서 설명한 제 2단계와 제 3단계의 단위 직무에 대한 문장 유사도 계산 결과

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대화 내용에 대해 제 2단계의 형태소 분석에 의한 대화

유사도 평가 결과와 제 3단계의 의미 확장 대화 유사도 평가 결과가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제 4단계 유사도 평가 결과의 통계 처리는 두 개의 유사도 평가 결과를 전문가의

결정에 따른 보정치를 고려한 일정 비율로 보정 및 통계 처리하고, 이들 단위 직무

의 평가 결과를 전체 직무에 대하여 배분 처리하기 위한 통계 처리를 수행하는 단

계이다.

그림 3-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직무 유사도는 여러 개의 단위 직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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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평가 결과에 대하여 형태소 및 의미소확장 별로 통계 처리하는 것이며, 최

종 직무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한 통계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단위 직무 유사도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에 수행된 형태소 단어의 총

단어수(형태소)를 구한다.

- 단위직무 유사도(형태소)를 총 단어수(형태소)로 나눠서, 전체 직무에 대한

비례 단위직무 유사도(형태소)를 계산한다.

- 계산된 단위직무유사도(형태소)의 값을 누계하여, 형태소 분석에 의한 직무

유사도(형태소)의 최종 값을 결정한다.

- 의미소 확장을 통한 단위 직무 유사도 평가 결과를 정리하고, 의미소 확장

분석에 수행된 형태소 단어의 총 단어수(의미소)를 구한다.

- 단위직무유사도(의미소)를 총 단어수(의미소)로 나눠서, 전체 직무에 대한 비례

단위직무 유사도(의미소)를 계산한다.

- 계산된 단위직무유사도(의미소)의 값을 누계하여, 의미소 확장 분석에 의한

직무 유사도(의미소)의 최종 값을 결정한다.

- 전문가 판단에 의한 보정치를 결정한다. 보정치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형태소

분석의 결과에 비중을 많이 주고자 하는 경우는 1에 근사한 값으로 부여하고,

의미소 분석의 결과에 비중을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경우는 0에 근사한 값을

부여한다.

- 최종 직무 유사도 평가 결과(직무유사도task)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직무유사도  유사도형태소×유사도의미소×

는보정치    

그림 3-47은 유사도 평가 결과의 통계 처리를 위한 흐름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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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유사도 평가 결과의 통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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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유사도 평가 절차 통계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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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문장 유사도 평가 프로그램 수행 예

(3) 대화 품질 평가 및 결과 분석

(가) 대화 품질 평가 코드

유사도 평가를 위한 로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Visual Basic과 엑셀의 메크로 코드

를 이용하여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음 그림은 Visual Basic 으로 개발한

유사도 평가 계산 모듈이다. 그림 3-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면 좌측의 두 개 입

력창에 두 운전원의 문장 형태소를 입력하면, 우측과 같은 유사도 계산 결과가 출

력된다.

(나) 대화 품질 평가 및 결과 분석

대화 품질 평가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정상 대응 실습을 수행한 5

개 운전조에 대한 수행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다음 표 3-48은 실습조의 수행

도 평가 결가와 대화 품질 문장 유사도 평가결과를 나타낸다. 각 행은 수행조의 실

습일시 및 수행평가 결과인 수행도와 유사도 평가결과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형

태소 분류에 의한 유사도 평가 결과 및 의미소 분류에 의한 유사도 평가결과 그리

고 보정치를 이용한 최종 유사도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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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3개조의 수행도와 유사도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위 2개조

의 수행도 및 유사도 평가결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행조 수행도
형태소

분류

의미소

분류

보정

Factor

최종

유사도
2009-03-26

(84)
84 38.29% 73.58% 0.5 55.94%

2009-04-16

(80)
80 39.37% 74.51% 0.5 56.94%

2009-05-07

(84)
84 41.70% 71.73% 0.5 56.72%

2009-05-28

(70)
70 31.64% 61.88% 0.5 46.76%

2009-06-11

(72)
72 36.00% 61.67% 0.5 48.84%

표 3-48. 실습 수행도 및 유사도 평가 결과 분석 (5개 실습조)

그림 3-49는 팀별 수행도와 유사도 평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그래

프의 세로축은 형태소 분류의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수행도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는 유사도 평가 결과를 최종 유사도 평가 결과가 아닌, 형태소

분류에 의한 유사도 평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최종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보정factor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우선은 형태소 평가결과

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 3-49. 수행도 및 유사도 평가 결과분석 (수행도 vs. 형태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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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서는 수행도와 유사도간의 관계에 대하여 2개의 그룹으로 분석되는데,

수행도가 좋은 상위 3개팀의 대화 문장 유사도가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

며, 반대로 수행도가 낮은 하위 2개팀의 문장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행도와 유사도간의 선형의 상관관계를 판단 할

수 있다.

5. 모형 기반의 직무 복잡도 평가 방법 개발

가. 개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품질은 원전의 비정상 상태 대응에 대한 수

행도 향상 뿐 아니라 인적오류 가능성 저감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품질 평가에 있어서 한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

실은 직무 복잡도 측면이다. 즉, 기존 연구에 의하면 운전원들은 직무복잡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변하는 직무부하 (workload)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커뮤니케이

션 회수나 패턴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Kontogiannis, 1996;

Meister, 1995].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품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직무 복잡도의 수

준을 같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적절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

직무에 대한 복잡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중장기 연구 수행 결과 비상직무의 복잡도를 정량화 하기 위해 개발된

TACOM (task complexity) 척도를 비정상 직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직무복잡도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나. 직무복잡도 요소 분류

우선, 직무복잡도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해, 인지적 직무복잡도 요소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조직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음. 이를

위해 기존에 출판된 문헌분석을 위주로 다양한 인지적 직무복잡도 요소를 파악하였

고 이를 토대로 개념적 프레임워크 도출을 위한 요건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관점 (view)으로 구성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해 복잡도 요

소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조직화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특히 원전의 비정상 대응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분야지식

(domain-specific knowledge)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관점의 복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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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도 요소 정의

Span of target system function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시스템 기능 및 계통의 추상화 및 시스템

수준)

Number of task goals

해당 직무가 갖는 목적의 수 (예:

보조급수펌프 운전가능성 시험 절차서의 경우

세 가지-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 디젤구동

보조급수 펌프, 안전관련 밸브의 안전 점검)

Number of preconditions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초기조건의 수

Number of variables to

collect/identify

해당 단위 스텝을 수행하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정보/변수의 개수

Number of different types of

collected variables
파악해야 하는 정보/변수의 형태의 다양성

요소에 중점을 둔 복잡도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3-50은 원전의 비정상 대응 직

무 수행과 관련된 복잡도 요소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표 3-49는 각 복잡도 요소에

대한 상세 정의를 보여준다.

 

그림 3-50. 원전 비정상 대응 직무 수행과 관련된 복잡도 요소

표 3-49. 복잡도 요소에 대한 상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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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ources to collect

information

파악해야 하는 정보/변수를 제공하는 대상의

개수 (사람, 디스플레이, 센서, 다른 직무

절차, 운전원 자신)

Number of variables to be

derived/produced

취득한 정보/변수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는

정보/변수의 갯수

Number of different types of

derived variables
도출되어야 하는 정보/변수의 형태의 다양성

Number of cognitive operations

to be conducted

도출되어야 하는 정보/변수를 얻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인지적 행위의 갯수

Number of decision making

variables

해당 스텝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변수의 갯수

Number of possible paths to

achieve step goals

해당 스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갯수

Number of subjective judgment

needed for decisions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주관적 판단의 수

Number of control items to act

on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어 혹은

조작해야 하는 수단/도구의 갯수

Number of different types of

control items

제어 혹은 조작해야 하는 수단/도구의 형태의

다양성

Number of considerations to be

paid at the same time

제어 혹은 조작의 과정에서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제어/조작 갯수

Number of variables to confirm
수행한 행위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변수의 갯수

Number of different types of

variables to be confirmed

수행결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변수의

형태의 다양성

Number of sources to get

feedback from

피드백에 활용되는 정보/변수를 제공하는

대상의 갯수 (사람, 디스플레이, 센서, 운전원

자신)

Number of steps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스텝의 총

갯수

Logical relation between steps
해당 직무를 구성하는 스텝들간의 논리적

관련성의 정도

Number of warning or

referential information

해당 스텝을 수행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경고 혹은 참조 정보의 개수



- 139 -

다. 비정상 대응 직무에 대한 TACOM 적용 적합성 분석

상기 복잡도 요소에 대해, TACOM에 포함된 복잡도 요소를 비교한 결과는 표

3-50과 같다.

표 3-50. 원전 비정상 대응 직무 복잡도 요소와 TACOM 복잡도 요소 비교

Size Variety
Order/

Organization

Functional aspects Yes

Behavioral

aspects

Information

collection
Yes Yes Yes

Information

analysis
Yes

Decision and

action selection
Yes Yes

Action

implementation
Yes Yes

Action feedback Yes Yes

Structural aspects Yes Yes

표 3-5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전 비정상 대응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

복잡도 요소들의 상당 부분을 TACOM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비정상 실습시나리오인 Condenser Vacuum Loss

(CVL)와 Turbine Generator Trip (TGT) 절차서를 이용해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림 3-51은 TGT 절차서에 포함된 임의의 직무에 대한 TACOM 적용 예를 보

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 TACOM 적용을 위해 제안된 직무분석 프로세스와 가이드라인

이 매우 유용할 뿐 아니라 TACOM에서 복잡도 요소로 비정상 상황의 복잡도를 설

명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상 상황과는 다르게 비정상

상황의 경우 SLC (step logic complexity)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

로 AHC (abstraction hierarchy complexity) 및 EDC (engineering decision

complexity)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140 -

 

 

그림 3-51. 비정상 직무에 대한 TACOM 평가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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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인적유발

사건 관련

불시정지

자료 수집

및 분석

- 1차 계통에서 33건(약 33%)이

발생되었고 2차 계통에서

68건(약 67%)이 발생

- 출력 모드별로는 ‘기동 및

출력증발’과 ‘정상 출력운전’

상태에서 발생된 불시정지

사건이 약 75%를 차지

25 100

- 인적유발 불시정지 사건

101건에 대한 직무상황,

발전소 운전상태, 계통,

작업/직무 특성, 부적절한

인적행위, 오류 유형 및

인지 기능을 상세 분석함

오류형태 및

상황 요인

분류체계

개발

- 총 15개의 정비/시험 직무관련

국내 고유 오류유형을 정의함

- 6개의 국내 고유 상황요인

항목을 정의함

25 100

- 기존 HRA 방법 대비 5개

유형 추가

- 국내 일상직무

수행상황을 반영

정비/시험

직무 관련

인지기능

유형분류

- 정비/시험 직무 수행 시 발생

된 인적오류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3가지 인지기능 유형을

도출함

25 100

- 인적유발사건 관련

불시정지사건을 CREAM

HRA 방법으로 재분석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목표 달성도

본 과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

사건 분석체계 및 오류유형 분석방법을 개발하였고, 일상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비/시험 관리요인 지원기술 개발을 위해 정/주기 관리 지원 시스

템인 FIXPERTS를 개발하였다. 또한 일상직무 관련 원전 성능영향 분석모델을 개

발하여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의 결과가 원전출력에 어떤 영향

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100% 출력상실을 평가를 위한 고장수목을 원자

로 및 터빈정지 신호를 근간으로 개발하였을 분 아니라 터빈사이클 시뮬레이션 도

구인 PEPSE를 사용하여 상세 출력변화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외에, 기기 고

장 등과 같은 비정상 상황 대응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품질 분석기술

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의 효과적인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요소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연구개발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1. 1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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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불시정지

경로 분석

및 주제어실

의사소통

특성 파악

- 표준형 원전에서 발생된 인적

유발사건 관련 불시정지 경로

파악

- 6건의 비정상 실습자료 수집

및 이를 근간으로 의사소통

특성 분류 초안 개발

25 100

- 인적유발사건 관련

불시정지 사건 재분석

수행 (국내 특허출원)

- 영광 훈련센터의

full-scope 시뮬레이터

사용

- 항공, 군사, 의료 및 철도

분야 경험을 조사

2. 2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정비/시험

관리요인

분석기술

개발

- 정/주기 시험 직무와 관련된

현장 practice를 분석하여

4건의 인적 유발사건 관련

문제점을 파악

- FIXPERTS (fixed and

periodic test support) 시스템

개발

40 100

- 국내 원전의 정/주기 시험

담당자들의 적합성 평가

수행

- 영광 2발 시험 운영

- 프로그램 등록 및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유상기술이전

PSF 도출

-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인적오류

유형들에 대한 8가지의 국내

고유 PSF를 도출

15 100
- 빈번한 오류유형과

관련된 75건의 인적유발

불시정지 사건을 재분석

주제어실

운전원간

의사소통

특성파악

- 48건의 비정상 실습자료를

추가로 수집

- 5개의 대분류 및 18개의

상세분류를 가지는 국내

고유의 의사소통 분류체계를

개발

- 수집된 자료에 대한 의사소통

특성 분석 수행

15 100

- 영광 훈련센터의

full-scope 시뮬레이터

사용

- 국내 및 국외 특허 출원

- 국내 최초개발

- 분석결과를 교육 및

훈련자료로 영광

훈련센터에 제공

계통영향

분석모델

개발

- 터빈사이클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열수력 관련 6개

계통 및 2차기기 냉각수 계통,

2차기기 냉각 해수 계통과

전기계통을 포함하는 출력

영향 모델을 구성함

30 100

- KINS 고시규정에 명시된

19개 계통 중 47%에

해당

- 국내 특허출원

3. 3차년도 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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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인적유발 사건

관련 성능 영향

정성 분석 모델

개발

- 인적유발 불시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한

9개의 원자로 및 터빈

정지신호에 대한 고장수목을

개발함 (1400여개의

기본사건을 포함)

45 100

- 국내 최초 개발
- 국내 특허출원

정비/시험
직무관련
오류형태

분석기술 개발

- 직무성격(task property)에
대해 5가지의 오류유형
분류가 가능한 상세 선별
규칙을 개발
- 총 6개의 발생 가능
인적오류 유형 파악

15 100

- 195개 영광 2발 정/주기
시험 절차서 대상

- 불시정지나 출력 감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개
시험 절차서를 시범
분석

일상직무 관련

오류형태

예측절차 개발

-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가능한 오류유형 예측
분석절차서를 개발

15 100
- 국내 최초 개발

커뮤니케이션

품질 평가 기술

개발

- 운전원간 커뮤니케이션 품질
평가를 위한 communication
similarity (대화 유사도)
분석 시스템 개발

25 100

- 국내 최초개발
- 프로그램 및 국내 특허
출원

제 2 절 관련분야 기여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과제의 목표는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의 효과적

인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요소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내 최

초로 개발된 인적유발사건 분석체계 및 오류유형 분석방법은 향후 국내 규제기관이

나 산업체에서 직접 활용하여 국내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FIXPERTS는 국내 원전에서 수행하는 정/주기 시험을 효과

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개발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정/주기 시험을 수행하는 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 본 결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주요 기기의 신뢰성 확보는 원전 뿐 아

니라 석유/화학 공장이나 수력/화력 발전소 및 기타 일반 대규모 장치산업에서도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향후 이들 산업체에 파급될 경우 안전성 확보 및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일상직무 관련 원전 성능영향 분석모델은 일상직무 수행 중

발생된 인적오류가 원전의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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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기존 PSA에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과거 1990년대에 미국이 기존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원전 이

차계통의 기기고장으로 인한 과도 사건과 불시정지 빈도증가를 경험한 결과 EPRI

가 도입을 시도하게 된 GRA를 들 수 있다. 즉, GRA에서는 기존 PSA와 비교할

때, 원전 정지에 기여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차계통에 포함된 기기들로 인

한 노심손상 확률이 변화 뿐 아니라 100% 및 부분 출력 감소분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EPRI의 GRA에서는 부분 출력감발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는 본 과제에서 개발한 범용의 원전 성능영향 분석모델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GRA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요소기술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과제에서 개발한 대화유사도 평가 기술은 원전 주제어실 운전원간

의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이를 통해 비정상 상황

대응과 관련한 국내 운전원 고유의 커뮤니케니션 패턴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해졌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정상 상황에 적절히 대

응하기 위해서는 운전원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운전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품질을 향상시킬 경우 비정상 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본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

여 원전 훈련센터에 교육 및 훈련용으로 제공할 경우, 원전 안전성 향상에 직접적

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145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연구 결과는 대과제에서 목표로 하는 ‘차세대 PSA 방법 및 리스크/성

능 통합 분석 기술 개발’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일상직무 관련 ‘인적유발사건의 리

스크/성능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원전 운영

과 관련된 현안 해결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선, 같은 대과제에 소속된 다른 세부과제 중 하나인 ‘리스크/성능 통합 분석 기

술 개발’ 과제에서는 원전 이차계통에 대한 PSA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모델에는 원전 일차계통에 대해 수행된 기존 PSA 모델과 유사하게, 이차

계통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주요 기기/계통별로 기계적 고장 및 인적요인으로

인한 기능상실을 모델링 해야한다. 이때, 본 과제의 연구결과인 일상직무 관련 오류

형태 예측절차를 활용하여 인적요인으로 인한 기능상실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둘째, 경제성 향상을 위한 활용측면이다.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국내 원전에

서 발생된 99건의 불시정지 사건들 중, 23% 정도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고,

특히 2004년 및 2005년에 발생된 불시정지 사건의 경우는 약 40% 정도가 인적요인

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KINS, 2009]. 또한 22건의 불시정지 사건들 중 80%

이상이 부적절한 원전 일상직무 (정비/시험 직무 및 비정상 대응 직무)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2006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부 부총리의

권한으로 “인적요인으로 인한 불시정지 저감화 대책 수립 및 수행”이 지시된 바가

있다. 따라서 원전의 불시정지 횟수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전 운영의 주체인 운전원이나 작업자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저감화 시

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일상직무와 관련된 인적유발사건의 분석 체계 및

평가 방법 개발을 통해 불시정지 횟수 감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

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즉, 원전 불시정지 발생은 수억 내지 수십 억원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적유발사건의 체계적 평가 및 관리를

통한 불시정지의 발생 횟수 감소는 원전의 가동율 향상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과 연

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부터 2006년 사이 국내 원전에서 발생된 인적요인

관련 불시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3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림 5-1

참고). 이러한 입장에서, 본 과제의 결과물인 일상직무 관련 오류유형 분석방법과

원전 성능영향 분석모델을 활용한다면 원전의 리스크나 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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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일상직무들을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적오류 발생 가

능성을 저감화시키기 위한 개선책 도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경제성 향상

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trip/yr

원자로

정지 당
평균 복구

일수

5 일

원전

하루 정지
당 예상

손실액

13 억/일

연 평균

불시정지

회수

인적 요인

관련 불시
정지 비율

0.23/tripX X X = 약 300 억/yr

연간 예상

손실 금액

총 발전소 불시정지 건수
(2002-2006)

23건

99건 (연 평균 20건)

약 23% 
(0.23/불시정지)

인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불시정지 건수

그림 5-1. 인적유발 불시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계산 예시

마지막으로, 향후 환경변화에 대비한 기반기술 제공 측면이다. 예를 들어, 원전 일

상직무의 인적오류 가능성 평가기술은 현재 규제기관에서 추진 중인 원전의 오류분

석 통합체계의 요소기술로 활용하여 장기적 규제 방향 설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 최근 국내 원전의 UAE 수출 등으로 인해 국내 고유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수출형 원전이 기존 원전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점은 주제어실 설계 부분으로, 기존 원전의 경우 아나로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어기/계측기 등을 운전원들이 협업을 통해 활용하여 운

전을 해 온 반면, 수출형 원전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기존 주제어실

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 많은 수의 computer 및 CRT (cathode ray tube)나 LDP

(liquid crystal display) 장치가 설치된 개인별 작업공간에서 운전을 하도록 개발되

어 있다. 이는 기존 HRA 수행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

운 PSF들을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Brashth, 2009; O'Hara, 2009]. 이중 대표적

인 것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얻어진 커뮤니케이션 분석기술은

지금까지 국내 HRA 수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PSF

분석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형 주제어실의 설계/평가를 위한 기술적

근거 및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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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본 과제에서는 미국 INL (Idaho National Lab.),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및 OECD Halden Reactor Project 등과 같은 외국의 주요 기관과 협

력을 통하여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은 본 과제 수행 중 수집/기

여한 주요 해외과학기술 정보이다.

- HWR-867, Lessons Learned From the Extended Teamwork Study, April-08

- HWR-888, The Impact of Ecological Displays on Operator Task Performance

and Workload, April-08

- HWR-892, Work Practices in Computer-Based Control Rooms - Insights

from Workshop With Operators, April-08

- HWR-893, Application of HERA in Empirical HRA Study, April-08

- HWR-901, Operational Culture Literature Review, April-08

- HWR-915, The international HRA Empirical Study - Phase 2 Report -

Results From Comparing HRA Methods Predictions to HAMMLAB

Simulator Data on SGTR Scenarios, March-10

- HWR-941, Design of Process Displays Based on Risk Analysis Techniques,

January-10

- HWR-952, Work Practices 2009 HAMMLAB Study: Team Transparency in

Near-Future Computer-Based Control Rooms, March-10

- HWR-953, Work Practices: Field Study of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a

Computer-Based Nuclear Power Plant Control Room, March-10

- HWR-955, Team Cognition in a Complex Accident Scenario, March-10

- HWR-962, Standardization of Procedure Content Definitions, March-10

- HWR-966, Using Human Event Data to Validate PSF Multipliers: A

Proof-of-Concept Study, March-10

- NUREG/CR-6903, Vol. 1, Structural Overview of the HERA, 2006

- NUREG/CR-6903, Vol. 2, Coding manual and quality assurance of the

HER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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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REG/CR-6903, Vol. 3 (draft), Software user's guide of the HERA

- NUREG/CR-6949 (draft), The employment of empirical data and bayesian

methods in human reliability analysis: a feasibility study

- NUREG/CR-6690, Vol. 2, The effects of interface management tasks on

crew performance and safety in complex, computer-based systems: detailed

analysis, 2002

- NUREG-1880, ATHEANA User's Guide, 2007

- IEEE Std 1289, IEEE Guide for the Application of Human Factors

Engineering in the Design of Computer-Based Monitoring and Control

Display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2004

이상과 같이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얻기 어려운 다양한 자료를 확

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수행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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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Level 2 리스크 최적평가 및 활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2단계 PSA 및 사고관리 기술은 원전 중대사고시 최종 안전성을 예측하고 확보하

는 핵심 기술로, 기존 리스크정보활용 분야에의 추가적인 활용성 확보와 향후 예상되

는 동 분야의 확대적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저감기술과 평가기술이 반영

된 고품질의 2단계 PSA 평가기술 및 현실적인 사고관리 체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내외 대부분 원전의 경우 중대사고관리치침서(SAMG)를 기반으로 리스크

정보를 제한적으로 연계하는 사고관리 체제를 확보하고 있으나, 중대사고의 효과적

인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증상기반 사고 진단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사고관리 지원시

스템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상황을 반영하여 Level 2 리스크 평가모델 품질제고와 최적화를

위한 기반으로 불확실성 저감 및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연계/활용하여 중대사고시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사고관리 지원기술/시스템을 개발하고

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기존 Level 2 평가 및 사고관리 기술에 반영되어 왔던 과도한 보수

성을 확인하고 최근 동 분야 현안해결 기술을 반영하여 Level 2 최적화 기반기

술과 최적 사고관리 지원기술/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1단계 연구로, 다음과 같

이 크게 세 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Level 2 리스크 최적 평가기술 확보를 위하여 기존 모델에 대한 품질평

가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위한 불확실성 저감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표



준원전 Level 2 최적평가 시범용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최적모델 사고경위 정량

화시 불확실성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중대사고 해석코드에 대하

여 불확실성 평가체제를 구축하였다.

둘째, Level 2 리스크 개념 정립 및 활용성 평가를 위하여 방사선원항 방출 사

고경위별 Level 3 코드와의 연계수행 체제 구축을 통하여 Level 2 리스크 척도

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소외리스크와의 연계척도를 제안하였으며, Level 2

리스크 대체척도로써 피폭선량기반 Level 2 리스크 신규척도를 개발하여 대표적

인 원전 노형에의 적용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적 사고관리기술 및 지원시스템 확보를 위하여 Level 2 정보와

연계된 최적 사고관리 통합지원체제를 설계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주요 요소모듈

인 중대사고 진단 및 예측시스템과 PC기반 중대사고 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고

표준원전 대상으로 중대사고 해석 시범 DB를 구축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Level 2 대표 현안에 대한 정량적 영향평가와 민감도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된 불확실성 저감기술의 반영 및 기존 Level 2 사고경위 분

석모델 개정을 통하여 Level 2 최적화 시범모델을 확보하였으며, 대표적인 중대

사고 코드에 대한 불확실성 분석도구를 개발하고 수행체제를 구축하여 Level 2

사고경위 불확실성 정량화를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둘째, 아직까지 LERF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기존 LERF와 소외리스크 간 연계성 분석을 통하여 LERF에 대한 주요 개선사

항을 도출하고 발생빈도/피폭량(Dose)기반 Level 2 신규척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Level 2 리스크 정보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고관리 수행방법 분석 및 개선 현안 도출을 통하여 최적 사고

관리 의사결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설계하고 주요 요소 모듈을 구현함으로써 다양하

고 복잡한 사고 전개과정으로 인하여 상황판단이 어렵고 사고대처를 위해 신속한 판

단이 요구되는 중대사고시 사고관리를 위한 최적화 정보는 물론 기존 사고관리지침

서와 연계되는 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

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Level 2 최적평가 시범모델 및 중대사고 사고경위 불

확실성 평가체제의 경우 원전 중대사고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리스크

정보활용 Level 2 규제 검증용 리스크 모델 개발시 핵심 기반기술로의 활용이 가능

하며, 나아가 원전 리스크정보활용 분야에 Level 2 리스크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활

용성 확보 및 미래형 원전 성능목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최적 사고관리 및 의사결정 통합지원시스템의 경

우 원전현장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도구로의 활용은 물론 규제기관에

서 운용중인 실시간 방사능 방재대책 기술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상사고 시 의사

결정 지원용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Level 2 Risk Optimum Assessment and Application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As essential technologies for predicting and securing the ultimate nuclear

safety, Both Level 2 PSA and Severe Accident Management(SAM) information

are being limitedly utilized in the current risk-informed activities, due to

uncertainties involved in their assessment process.

For an expanded use of the Level 2 risk information in the risk-informed

activities, first of all, the qualified Level 2 optimum technology and model should

be secured through continuous efforts for reduction of the Level 2 PSA

model-specific uncertainties and explicit reflection of the uncertainty

assessment technologies into the Level 2 model. Regarding SAM, efforts for a

systematic incorporation of the Level 2 PSA and symptom-based accident

diagnosis information into the existing SAMGs and SAM-support systems

have been made so that they could be used as effective means in emergency

situations, but the results are not satisfactory yet.

Main objectives of the study is to secure (1) a qualified Level 2 risk

optimum assessment model in which both the Level 2 PSA-specific

uncertainty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Level 2 uncertainty assessment

results are explicitly reflected, and (2) an optimized SAM decision-support

system that could effectively manage and diagnose the severe accident-related

risk of nuclear power plants(NPPs).



Ⅲ. Scope and Contents

As the first phase to meet the aforementioned objectives, the scope of this

study is limited to performing the three following fields.

First, some potential areas for the Level 2 specific uncertainty reduction are

derived through a quality assessment for the existing Level 2 model and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underlying uncertainty issues. Based on that

information, a preliminary Level 2 optimum accident sequence model is

prepared and in turn a framework for incorporating explicitly the Level 2

specific uncertainty assessment results into the model is established.

Second, a conceptual clarification of the risk-informed Level 2 risk metric

LERF is made by establishing the Level 2-linked Level 3 analysis framework

and investigating correlation between LERF and early fatality risk through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Level 3 PSA. Based on insights into the

foregoing study, a frequency/dose-based Level 2 risk metric is proposed and

its feasibility is quantitatively assessed through a practical application to the

two representative reactor types.

Finally, the Level 2 informed optimum SAM-support system is designed to

overcome the underlying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AM-support system. In

turn, key modules of the foregoing system (e.g., accident diagnosis/prognosis

system, PC-based severe accident simulator, etc.) are developed to implement

the system and a preliminary database for the related severe accident analysis

results was constructed and tested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those systems.

IV. Result

In the stud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a preliminary model

for the Level 2 optimum assessment was secured through a sensitivity

analysis of the investigated Level 2 uncertainty issues and in turn a revision

of the existing Level 2 accident sequence models. In addition, a base

technology for uncertainty analysis of the Level 2 accident sequences was

secured through an establishment of the uncertainty analysis framework for



the representative severe accident codes based uncertainty analysis.

Second, some potential items for the conceptual improvement of the Level 2

risk metric LERF were more specifically clarified by performing the Level

2-linked Level 3 analysis and correlating between LERF and early fatality

risk, and a base technology for an expanded use of the Level 2 risk information

was secured by proposing newly a frequency/dose-based Level 2 risk metric.

Finally, an optimum SAM-support system was designed through a

comparative investigation of the existing SAM approaches and a base

technology that can provide key information for SAM even in emergency

situations was secured by implementing the underlying key modules.

Feasibility for the foregoing modules was assessed by constructing a

preliminary database for the Level 2 informed severe accident analysis results

and in turn by applying it to the modules.

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secured optimum Level 2 risk assessment technology and related

framework could enhance an applicability of risk-informed Level 2 risk and

also it could be used as a base technology for developing the risk-informed

Level 2 regulatory model and establishing performance goals of the future

nuclear power plants.

The secured optimum SAM decision-support technology and system could

be used as an effective decision-supporting tool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Plant TSC and Regulatory Staffs in emergency situation such as severe

accidents of N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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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상존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리스크정보활용(RIA: Risk-informed

Activity) 및 원전 성능목표 설정 등에 Level 2 리스크 정보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온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해 불확실성 저감/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통합/활용하여 중대사고

시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사고관리 지원기술/시스템을 개발

하는 것으로, 본 과제의 최종 연구 목표는 과제 제안 요구서(RFP)에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을 위한 Level 2 리스크 최적 평가 모델 및 통합 수행

체제 확보

○ Level 2 리스크 정보 활용 최적 사고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및 수행절

차서 개발

상기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단계 연차별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1차년도 연구목표 (RFP)

∙Level 2 리스크 불확실성 저감분야 도출 및 개선기술 개발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을 위한 LERF 개념 정립 및 적용성 평가

∙Level 2 리스크 정보 활용 최적 사고관리 수행 방법론 개발

○ 2차년도 연구목표 (RFP)

∙Level 2 리스크 및 중대사고 현상학적 불확실성 평가체제 구축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을 위한 LLRF 개념 정립 및 적용성 평가

∙Level 2 리스크 정보 활용 사고 진단/예측 시스템 개발 (베타 버전)

○ 3차년도 연구목표 (RFP)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LERF/LLRF 최적 평가 모델 개발 (시범용)

∙최적 사고관리 방안 개발용 사고해석 DB 구축 (시범용)

∙Level 2 리스크 정보 활용 사고 관리/진단/예측 시스템 개발 (버전 1.0)



본 연구를 통하여 상기 목표가 달성되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Level 2 분야에 상존하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리스크/성

능 정보 기반 최적평가 방식으로 대체하여 원전의 경제성 향상에 연결함.

○ 최적 사고관리 기술의 확보를 통하여 사고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면 재난방

재 투자비용 감소로 인한 경제적 보상효과가 기대됨.

○ 원전 최적 리스크 평가 기술 및 사고관리 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정확한 리스크 평

가 및 효과적인 사고관리 지원이 가능하면 대 원전 국민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국내외적으로 현재 리스크/성능 정보 활용 척도로 Level 1 PSA관련 노심손상

빈도(CDF: Core Damage Frequency) 및 Level 2 PSA관련 조기방사능물질방출

빈도(LERF: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정보만 사용 중이었으나 최근에는

발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PSA 범위를 확장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Level 2 PSA의 경우 미국 NRC는 리스크정보활용

[USNRC,1988b] Level 2 리스크 척도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LERF 이외에도

Full Level-2 PSA까지 수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최종적으로는 대량방사

능물질방출빈도(LRF: Large Release Frequency)까지 리스크/성능 정보 분야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OECD/NEA에서는 Level 2 PSA 불확실성 저감 및 개

선 항목을 차기 PSA 관련 연구개발 우선순위 (Priority) 'High' 분야로 선정하고 주

요 불확실성 쟁점사안을 SARNET(유럽공동체 EU 연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적극적으

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리스크정보활용 ASME PRA 품질평가 표

준지침[ASME,2009]에도 불확실성 분석항목이 추가로 반영되어 있다. 최근에는

OECD/NEA를 중심으로 Level 2 PSA 결과를 사고관리 분야에 보다 구체적으로 활

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중대사고관리지침서(SAMG: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eline)[KAERI,1988]의 경우 사고 진단 및 진행 예측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활용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대사고시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단계 PSA 정보가 체계적으로 연계된 최적 사고관리 방법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제2차 중장기 사업을 통하여 Level 2 PSA 모델 품질 및 방법론 개선관련

연구수행이 이루어졌으며, 중대사고 관련 과제에서 원전 사고관리에 성능 정보를 활

용할 수 있는 요소기술이 개발된 바 있지만, Level 2 PSA와 중대사고 현상 연구 결

과의 연계를 통한 Level 2 PSA의 불확실성 저감 연구 및 이를 이용한 사고 관리

개선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Level 2 리스크 정보를 최적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사고 관리 체제와 통합함으로써 최적 사고관리 체제를 개

발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Level 2 리스크 최적 평가 기술 및 최적 사고관리 기술

의 경우 원전 (중대)사고 시 최종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술이며,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정보활용 확대단계 대비를 위하여 고품질의 2단계 PSA 평가기술 확보가 필

수적이기 때문이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그림 1은 상기 연구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수행 체제 그리고 그림 2

는 연차별 수행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단계 분야별 연구내용 및 범위

는 다음과 같다,

가. Level 2 리스크 최적 평가 기술 개발

○ Level 2 불확실성 저감분야 도출 및 개선기술 개발

○ Level 2 리스크 및 중대사고 불확실성 평가체제 구축

○ 리스크정보활용 Level 2 리스크 개념 정립 및 적용성 평가

○ Level 2 리스크 최적평가모델 PRiME-L2 개발 (시범용)

○ Level 2 리스크 LRF 대체척도 개발 및 활용성 평가

나. 최적 사고관리 수행기술 및 지원시스템 개발

○ 최적 사고관리 수행 방법론 개발

○ 최적 사고관리 지원체제(SAMEX) 요소모듈 개발

▪ 사고 진단/예측 시스템 RiSARD 개발

▪ 중대사고 모의용 시뮬레이터 SAMS 개발

▪ 증상기반 중대사고 초기조건 진단모듈 개발

▪ 사고관리 연계용 확률론적 계측신호 진단 체제 PiSA 개발



○ 최적 사고관리 방안 개발용 사고해석 DB 구축체제 개발

참고로,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Level 2 리스크’란 Level 2 PSA를 통하여 계산되는

원전 리스크 척도인 LERF 및 LLR를 의미하고, ‘Level 2 리스크 최적평가 기술’은 확

률론적/현상학적 불확실성 저감 및 평가결과가 반영된 LERF/LLRF 평가기술을 의미

함. 아울러 Level 2 리스크 정보 활용 최적 사고관리 기술이란 사고관리 시 Level 2

리스크 정보 및 현상학적 증상정보에 기반하여 기존 SAMG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림 1. 연구개발 추진체계

그림 2. 1단계 연차별 연구수행 내용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현황

1. Level 2 최적평가 기술

한원(연)의 경우 리스크정보활용 기반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2차 중장기

사업 (‘2002~’2006) ‘위험도 정보 활용 기반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1/2단계 PSA 모델

통합기술, Level 2 불확실성 저감 및 LERF모델 품질개선을 위한 일부 요소기술 개발을

수행하여 왔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추기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

규제기관(KINS)의 경우 2차 중장기사업을 통해 리스크/성능 정보 규제검증용 Level 2

리스크 평가모델 (MPAS-LERF)에 대한 개략적 체제(안)를 제안한 바 있으며, 최근 들

어 리스크정보활용 원전 성능목표 설정에 Level 2 리스크 적용을 본격화 하고

있다. Level 2 관련 최근 국내 여건은 원전 유형별 리스크정보 규제활용 Level 1&2

PSA 모델 확보 및 리스크정보활용 원전 성능목표 설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리스

크정보활용 수행이 본격화되기 전 Level 2 리스크 평가모델 품질확보가 절실히 요

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중인 Level 2 리스크 최적 평가 기술 (모델 품질

확보, Level 2 리스크-원전 고유리스크 연계체제 확보) 개발도 상기 상황을 미리 반

영하고 있다.

2. 사고관리 기술 및 지원시스템

한원(연)의 경우 1차 중장기사업에서 표준원전 SAMG를 개발했고, 2차 중장기사업의

‘중대사고 관리 종합 평가체제 개발’ 과제를 통해 제한적인 사고해석 DB 관리 및 진단시스

템 (SARD), 표준원전 사고해석 시범 DB (Frame), 자체 개발한 중대사고 해석코드 MIDAS 기반

중대사고 시뮬레이터 등의 요소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하여 3차 중장기 1단계 연구에

서 핵심기술을 구현 중에 있음. 규제기관 KINS의 경우 실시간 사고관리 체계 구축 연구를 자체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수원(주) 발전기술원의 경우 아직은 주요 SAMG 전략 평가에 치중하

고 있는 상황이나 조만간 원전현장 사고관리 지원용 중대사고 시뮬레이터 구축을 본격화 할 계획

으로 있다.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개발 관련 국내 여건은 20개 원전으로부터 발전소 상

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통제하는 방재대책기술지원시스템(AtomCARE)이 구비되



어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 중인 SAMEX가 향후 상기 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기

존 해외 사고관리 지원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체제를 구

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확보될 최적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개발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선행기술로써 원전 방사능 재난 비상대응 과정에 비상요원 의사

결정 지원 도구(예: 비상대책 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규제기관에서 운용

중인 방사능방호지원체제(AtomCARE)와 연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제 2 절 국외 현황

1. Level 2 최적평가 기술

리스크정보활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인 미국의 경우 리스크정보활용 Level 2 리스크

척도 ‘LERF’ 모델 표준화 및 품질개선(예: USNRC ‘SPAR-LERF'[SECY,2006]’, 산업체

‘자체 LERF 모델’)에 주로 치중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미래형 원자로시스템 안전성 확

보와 관련 Full Level 2 PSA 및 개선방법론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최근까지 EU 중대사고 연구 연합프로그램

SARNET 'WP-5를 통해 Level 2 PSA에 상존하는 불확실성 및 방법론상의 차이를 해

결하기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EC FP7하의 ASAMPSA2 프로젝트

[Raimond,2009]를 통하여 Level 2 PSA 개발/적용을 위한 최적실무지침서 (Best

Practices Guideline)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정보활용 기술이 확대

적용 (예, Option 1 적용성 확대, 향후 Option 2&3 시범적용 등) 및 이에 따른 불확실

성 평가결과가 요구되는 추세에서 3차 중장기에서는 단기적으로 LERF, 중장기적으로

LLRF 최적평가모델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2. 사고관리 기술 및 지원시스템

선진국의 경우 중대사고 관리는 기본적으로 중대사고지침서 SAMG에 의존하고

있으며[EPRI,1993; WOG,1994; CEOG,1995], 비상사고 시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

기 위한 사고관리 지원 시스템들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고지원 시스템으로는 SAMSON(USA, 1980년대~90년대 초반, 인공지능 기법 이용

LOCA/SGTR 사고 진단 체제)[Doremus,1993], ADAM(USA, 1990년대 초-중반, 사

고 진단 기능 보강 및 시뮬레이터 연계 활용체제)[Zavisca,2002], SAMOS(EU, 2000

년대 초-중반, PSA 정보 및 자체 사고 진단 논리 및 MAAP 코드 연계체



제)[Vayssier,2006]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SAMG에 상존하는 불확실성 및 중대

사고의 다양한 전개과정 등으로 인하여 아직 일부 기능만 원전에 적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 최근 들어, EU-EPR 최적 사고관리 체제(안) OSSA(Optimized Approach to

SAM)[Bouteille,2005]가 제안된 바 있으나, 상기 체제 또한 SAMG의 한계를 극복하

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실제 구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사고관리 지원시스템은 사고 진단정보, 리스크/성능 정보, 중

대사고 시뮬레이터, 중대사고 해석 DB 등 다양한 요소기술이 체계적으로 연계/

통합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본 연구수행 당시 기준 세부기술 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향후 기술개선 방향은

그림 3에, 주요 항목별 국내기술 수준대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 Level 2 평가기술 및 사고관리 기술 수준 및 개선방향



표 1. Level 2 평가기술 및 사고관리 기술 분야 국내 수준

세부기술 분야 선진국 국내 비고

Level 2 리스크 최적

평가 기술 (Level 2

정량화 모델 및 코드

포함)

90％주) 70％

․국내 Level 2 PSA 모델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크며,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음. 국내

리스크정보활용 확대적용을 위해

LERF뿐만 아니라 LLRF모델 개선이

요구됨.

․Level 2 정량화 코드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준함.

Level 2 리스크

불확실성 평가 기술

(불확실성 평가코드

포함)

90％ 70％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Level 2

평가 시 불확실성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최근 미국의 경우

리스크정보활용 분야는 불확실성

분석결과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임.

․불확실성 평가방법 및 수행도구의 경우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준함.

사고 진단 및 예측 기술

(중대사고 코드해석

결과 및 Simulator 이용

기술 포함)

80％ 60％

․선진국은 물론 국내의 경우 중대사고

진행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기술은 많은 진전이 이루어짐.

․반면, 중대사고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증상기반 사고 진단기술

개발은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이지 못함.

리스크정보 기반 최적

사고관리 기술
80％ 60％

․외국은 SAMG를 기반으로 리스크

정보를 제한적으로 연계하는 체제를

확보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리스크 정보 및

중대사고 해석 DB를 활용한 최적

사고관리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관련 체제를 구축중임.

주) 각각의 기술항목에 대해 충분한 활용 및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를 100%로

보았을 경우의 선진국 및 국내 수준을 나타냄.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 결과 요약

1단계 RFP, 연구를 통하여 달성한 주요 연구결과는 그림 4에 요약하여 제시되

어 있으며, 주요 항목별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evel 2 최적평가 기술 및 모델 개발

○ 리스크정보활용 Level 2 리스크와 관련된 대표적인 현안인 (1) 1차 계통 경계

Creep 파손 최적 확률 확보, (2) SAMG 반영효과에 대한 정량적 영향평가 수행,

그리고 (3) 최근 중대사고 동향을 반영하여 Level 2 평가모델 PRiME-L2을 최적

화하고 시범적용을 통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참고로, 리스크정보활용 Level 2

리스크 LRF 연계활용은 아직 선진국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분야로, 동 기술이 확

보되면 관련분야 기술적 리더쉽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Level 2 사고경위 불확실성 평가체제 구축

○ MAAP기반 불확실성 정량화 코드 SAUNA 1.0을 개발하고 시범적용을 통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으며, MAAP/MELCOR기반 예비 불확실성 평가를 수행함으로

써 현재 중대사고 해석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2개 코드 결과를 PRiME-L2

모델에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였다. 참고로, Level 2 모델에

중대사고 불확실성 분석결과 반영은 아직 국외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진 바 없

어, 동분야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리스크정보활용 LRF 개념 정립 및 적용성 평가

○ 리스크정보활용 Level 2 리스크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LERF에 대한 명확한 개

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 기존 LERF와 소외리스크 간 연계성 정

량화를 통하여 기존 척도의 장단점 도출하였으며, (2)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의 하

나로 발생빈도-피폭량(Dose)을 동시에 반영하는 새로운 척도 SiRD를 개발하였

다. 참고로, SiRD의 경우 국내외 최초로 제시된 L2 리스크 대체척도로 기존척도



LERF와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그 우수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선을

통하여 리스크정보활용 대체척도 및 원전 성능목표 설정 시 유용한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최적 사고관리 기술 및 지원시스템 개발

○ 기존 사고관리 수행방법 분석 및 개선 현안 도출을 통하여 최적 사고관리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 SAMEX를 설계하고 요소기술을 개발하였다. SAMEX 주요 모

듈은 (1) 논리기반 사고진단 모듈, (2) L2 리스크/DB기반 사고 진단/예측 모듈

RiSARD, (3) MAAP기반 중대사고 진행 모의시스템 SAMS/SSEM, (4) 최적 사

고관리 방안 개발용 사고해석 데이터베이스 SARDB로 구성되며, 1단계 연구를 통

하여 상기 각 모듈에 대한 실행버전 1.0을 개발하였다.

○ SAMEX에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MAAP/MECLOR 기반 중대사고 해석 DB 구축

체제를 마련하고 대표적인 사고경위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수행하였다. 참고로,

SAMEX는 기존 체제와는 다른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개념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사고대처를 위해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중대사고시 최적화된 정보는 물론 기존

사고관리지침서와 연계되는 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 1단계 RFP, 성과목표 및 주요 연구결과



제 2 절 Level 2 리스크 최적 평가기술 개발

Level 2 리스크 최적평가 기술은 (1) Level 2 사고경위 모델에 내재하는 불확

실성 저감과 더불어 (2) 주요 사고경위에 대한 중대사고 현상학적 불확실성 평가

결과 반영으로 요약된다. 최근 들어 리스크정보활용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PSA 품질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Level 2 불확실성 저감기술과 더불어

Level 2 사고경위와 연계된 중대사고 불확실성 분석결과의 반영은 Level 2 PSA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기술적 요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상기 기술 개

발 주요 내용은 먼저, (1) 기존 Level 2 PSA 모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가능한

불확실성 저감분야를 도출하고, (2) 선정된 불확실성 저감항목을 대상으로 Level

2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며, 마지막으로 (3) 최적화된 Level 2 주요 사고경위에 대

하여 중대사고 불확실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적모델을 정량화하는 것으로 요

약된다.

1. Level 2 불확실성 저감분야 도출

○ ASME PRA Standard[ASME,2009]에서 제시한 조기격납건물파손빈도(LERF)

품질 평가 방법에 따라 기존 표준원전 Level 2 PSA 모델[KEPCO,1996]에 대

하여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LERF 와 관련된 현상중 카테고리 1 등급으로

판정된 현상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 초기사건 SGTR 시발 노심손상

▪ 온도에 의한 1차계통 경계 파손 (고온관 파손 및 SG 세관 파손)

▪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및 알파모드 격납건물 파손

참고로, LERF는 원자력 안전목표에서 제시한 조기치사 및 암 사망에 대한

정량적 보건목표 중 조기치사에 대한 대체재 (Surrogate)로서 발전소 인근 주

민이 대피하기 전에 대량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어 조기사망을 일으키는

방출빈도로 정의하고 있다[Pratt,2004].

▪ 조기방출 세부 정의 : 부지 주변 인구가 소개되기 전 방사능 물질의 방출

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사건 개시 후 4-12시간이내에 방출되는 것을 의

미함.



▪ 대량방출 세부 정의 : 방사능물질 방출로 인해 원전 인근 주민의 조기치사

발생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방출량, 기상 및 주민 분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조기치사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Level 3 PSA 를 수행해야 함.

그러나 Level 3 PSA를 수행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즉, 방

사성물질 양은 무시하고 조기에 방출되는 모든 방출을 대량방출로 정의함.

▪ LERF 주요 기여 인자 : 조기 격납건물 격리 실패 (Containment Isolation

Failure), 격납건물 우회 (SGTR, ISLOCA, Temperature-induced LOCA

등), 중대사고로 인한 격납건물 조기파손 (원자로용기 파손 전후 격납건물

파손: 증기폭발, DCH, 알파모드 파손, 격납건물 가압, 온도유발 SGTR 등)

한 예로, 온도에 의한 1차계통 경계 파손(고온관 파손 및 SG 세관 파손) 확

률의 경우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존 Level 2 모델에 사용된 값과 본 연

구에서 수행한 MELCOR 상세모델기반 불확실성 평가결과로부터 유도된 확

률 값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Level 2 모델 정량화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 2. 고온에 의한 1차계통 파손 확률

발전소 상태 확률

RCS 압력
원자로

공동 상태

NUREG-1150 MELCOR

건전
고온관

파손

SG 세관

파손
건전

고온관

파손

SG 세관

파손

P < 2000 psi - 1 0 0 1 0 0

P > 2000 Psi
Dry 0.89 0.1 0.01 0 0.86 0.14

Wet 0.48 0.5 0.02 0 0.89 0.11

○ ASME PRA LERF Standard[ASME,2009]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Level

2 PSA 관점에서 중요한 LLRF 평가시 중요한 표준원전 Level 2 모델 개선항

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현상 및 사건이 파악되었다.

▪ Level 2 PSA 분석 수행기간(72시간) 통일

▪ LLRF에 대한 SAMG 조치모델 (팬냉각기 사용/살수계통회복)

▪ STC 정의시 격납건물 파손시 살수계통 가용성

또한, 기존 Level 2 모델에서는 절차화된 사고관리지침서(SAMG)에 따른 조

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ASME PRA Standard[ASME,2009]에서는 필요시

LERF에 대한 SAMG 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LLRF



평가관련 SAMG에 따른 대표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비안전등급 기기 사용: 기존 모델에서는 팬냉각기(FC)가 비안전등급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살수계통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팬냉각기를

사용하여 격납건물 압력을 제어할 수 있음. 정상운전 중에 팬냉각기가 고

장날 확률은 매우 작으나(P << 1), 살수계통이 작동하지 않는 중대사고 환

경에서는 팬냉각기가 고장날 확률이 현저히 증가함. 하지만 중대사고 초기

에는 격납건물 압력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팬냉각기 고장 확률을 0.5

를 할당할 수 있음.

▪ 안전기기 회복: 기존 모델에서는 SBO 사고시 전원회복을 제외하고는 고장

난 기기의 회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고장난 기

기를 회복할 수 있음. 대표적인 기기로 살수계통(CSS)이 있으며, 살수계통

이 고장 났을 때 회복하는 데 걸리는 살수펌프의 경우 예비부품이 있을 때

수리는 48시간 이내에 할 수 있고, 밸브 등이 고장 났을 때에는 이보다 짧

은 시간 내에 수리할 수 있음. 살수계통이 60시간 이내에 회복된다면 증기

과압에 의한 후기 격납건물 파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계통 회복

확률로 0.9 를 할당할 수 있음.

참고로, SAMG 조치의 하나로 고려되는 팬 냉각기나 살수계통 회복에 따른

표준원전 격납건물 건전성 변화에 대한 예비 평가결과, 표 3 및 그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LLRF 주여 기여 인자인 후기파손 빈도는 낮아지는 반면 건전

성 유지 빈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SAMG 고려시 격납건물 파손 빈도 변화

격납건물
파손모드 Base Case FC 고려 CSS 회복 FC&CSS 회복

건전성 유지
(No CF)

3.635E-06
(0.686)

3.856E-06
(0.728)

4.067E-06
(0.768)

4.091E-06
(0.772)

조기파손
(ECF)

1.192E-08
(0.002)

1.192E-08
(0.002)

1.192E-08
(0.002)

1.192E-08
(0.002)

후기파손
(LCF)

5.376E-07
(0.101)

2.992E-07
(0.056)

5.938E-08
(0.011)

3.259E-08
(0.006)

공동바닥 파손
(BMT)

1.286E-07
(0.024)

1.462E-07
(0.028)

1.750E-07
(0.033)

1.775E-07
(0.034)

격납건물 우회
(Bypass)

9.841E-07
(0.186)

9.841E-07
(0.186)

9.841E-07
(0.186)

9.841E-07
(0.186)

총빈도 (/RY) 5.297E-06 5.298E-06 5.297E-06 5.297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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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AMG 반영 유무에 따른 격납건물 파손빈도 (표준원전)

○ 그림 6은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악된 표준원전 Level 2 모델 최적화 방

안 및 대상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표준원전 Level 2 모델 최적화 방안 및 주요 대상



2. Level 2 사고경위 분석모델 개정

가. 격납건물사건수목(CET) 모델

격납건물사건수목은 중대사고가 진행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 격납건

물 상태, 격납건물 손상유형 등 격납건물의 거동 특성을 고려하며, 격납건물내에

서 발생가능한 모든 사고의 진행을 체계적으로 모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격

납건물사건수목은 다양한 중대사고 현상, 중대사고 진행과정, 격납건물손상 및

방사선원항 평가에 중요한 운전원 조치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되

어야 한다.

또한, 격납건물사건수목 개발시 각 사고경위들의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는 사

건들을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사건들을 표제라 한다. 격납건물사건수목 표제에

는 격납건물 손상시기, 손상유형 및 손상위치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리

적 현상, 사고진행과정, 또는 격납건물 거동에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

요한 사건들이 포함된다. 격납건물사건수목의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격납건물사건수목의 표제의 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격납건물사건수목의 표제는 사고 진행 시간 순서로 나열하며, 본

연구에서 최적화 대상으로 선정된 표준원전 Level 2 PSA[KEPCO,1996]를 포함

하여 기존 격납건물사건수목에서 고려하는 시간대는 아래와 같다.

① 노심노출전 사건

② 노심노출후부터 원자로용기 파손전까지 사건

③ 원자로용기 파손시 또는 직후 사건

④ 원자로용기 파손 이후 중기 사건

⑤ 사고 후기의 사건

나. 격납건물사건수목 표제

각 시간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현상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현상

들을 격납건물사건수목의 표제로 선정하였다.

(1) 격납건물 격리 (CMT-ISO) : 이 정점사건은 노심 노출전 사건으로, 노심이

손상되기 전에 이미 격납건물의 격리 상태를 고려한다. 다음 2가지 경우가 고



려된다.

○ 격납건물 격리 성공

○ 격납건물 격리 실패

노심이 손상되기 전에 격납건물의 격리가 실패하면 노심손상시 방출되는 방

사성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빠져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므로 주민소개 등 주민 방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

간이 충분하지 않다.

(2) 격납건물 우회 (BYPASS) : 이 정점사건은 노심 노출전 사건으로, 핵연료에

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부로 방출되지 않고 바로 격납건물 외

부로 방출되는 사건인가를 확인한다. 다음 2가지 경우가 고려된다.

○ 격납건물 비우회 사건

○ 격납건물 우회 사건

격납건물 우회사건이 발생하면 노심손상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빠져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

출되므로 주민소개등 주민 방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SGTR 또는 Interfacing System LOCA 사건 등이 격납건물우회 사건이다.

(3) 고온에 의한 1 차계통 파단 유형 (RCSFAIL) : 이 정점사건은 노심 노출 후

부터 원자로용기 파손 전까지 발생하는 현상으로, 노심노출후 원자로냉각재계

통내의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원자로용기 파손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가 파손되는 현상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3 가지 경우가 고려된다.

○ 원자로냉각재계통 건전성 유지

○ 고온관 또는 가압기 밀림관 파손

○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

고온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경계의 파손은 노심노출 이후 노심손상과

정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높게 유지되는 사고경위에서 발생 가능하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이 고압일 경우 노심내의 고온기체가 밀도차에 의하여 자연

순환하는 현상에 의하여 고온의 노심으로부터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각 부분으



로 붕괴열 및 산화열이 전달된다.

이 정점사건의 각 지선은 전체적인 중대사고 진행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원자로용기파손 이전에 고온관 파손이 발생하면 원자로용기파손 시점

에는 이미 원자로냉각재계통이 충분히 감압되어 격납건물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고압노심용융물분출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없게 된다. 증기발생기 세관

이 파손되면 2차측 대기방출밸브/안전밸브 또는 주증기관격리밸브를 통해 격

납건물을 우회하여 사고 초기에 핵분열생성물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될 수

있다. 고온에 의해 파손된 증기발생기 세관 개수가 많지 않다면 (10개 이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은 원자로용기 파손전에 고압용융물분출 현상이 일

어날 수 없는 압력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4)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냉각 (MELTSTOP) : 이 정점사건은 노심 노출

후부터 원자로용기 파손 전까지 발생하는 현상으로, 노심노출 및 일부 노심손

상이 발생하였을 때 원자로용기로 주입되는 냉각수 또는 원자로용기 하부헤

드를 침수하는 냉각수에 의하여 노심이 원자로용기내부에서 냉각되어 원자로

용기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정점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3 가지 경우가

고려된다.

○ 원자로용기내 노심용융물 냉각 성공

○ 원자로용기 하부 파손

○ 원자로용기 파손전 격납건물손상

붕괴열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냉각수량이 원자로용기에 주입되면 노심이 원자

로용기내부에서 냉각되고 원자로용기 파손전에 노심용융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노심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손상된 노심의 형상이 냉각에 유리하다면

안전주입계통을 사용하여 원자로용기에 주입된 충분한 양의 냉각수에 의하여

노심냉각이 회복될 수 있다. 일단 노심용융물이 냉각되기 힘든 형태로 형성

되면, 주입유량과 상관없이 노심용융물은 냉각되지 않고 고온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

노심냉각이 원자로용기 파손전에 성공한다면, 제한된 양의 수소생성과 증기생

성만이 가능하고, 격납건물직접가열 등과 같은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사고현상이 방지된다. 또한 냉각된 노심용융물로부터의 방사성핵종 방출

이 제한되며, 주입된 냉각수에 의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냉각되므로 계통표



면에 침적된 방사성핵종의 재증발이 감소될 것이다. 즉, 원자로용기내부에서

사고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사고경위는 TMI-2 사고와 유사하게 격납건물이

손상되지 않고 방사성핵종 방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환경으로의 방사선원항

방출이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로용기가 외부냉각 또는 원자로용기내 냉각수 주입에 의해 냉각되더라도

적절한 격납건물 열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격납건물은 계속적인 증기 발

생으로 인한 과압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과압에 의하여 격납건물이 손상된

다면 공학적안전설비계통의 재순환모드 운전이 실패하고 따라서 노심냉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5) α-유형 격납건물손상 (ALPHA) : 이 정점사건은 노심 노출 후부터 원자로용

기 파손 전까지 발생하는 현상으로, 강력한 원자로용기 내부 증기폭발에 의한

조기 격납건물손상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정점사건에 대하여 다음 2 가지 경우

가 고려된다.

○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 α유형 격납건물손상

α유형 격납건물손상은 원자로용기내부의 강력한 증기폭발에 의하여 원자로용

기가 파손되고 파손된 원자로용기 상부헤드 부분이 격납건물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비산하여 격납건물과 충돌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현상에 의한 조기 격납건물손상 확률이 매우 낮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로용기내부 증기폭발이 발생한

다면, 사고초기에 대량의 방사능이 환경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고려하였다.

(6) 원자로공동 외부로 방출된 노심용융물 양 (CR-EJECT) : 이 정점사건은 원

자로용기 파손 시 또는 파손 직후 현상으로, 원자로용기가 파손될 때 원자로

공동 외부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의 양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이 정점사건에

대하여 다음 3 가지 경우가 고려된다.

○ 높음 : 총 노심용융물중 40% 이상이 방출될 경우

○ 보통 : 총 노심용융물중 20% 이상, 40% 미만의 양이 방출될 경우

○ 낮음 : 총 노심용융물중 20% 미만이 방출될 경우

이 정점사건은 격납건물 직접가열 및 외부 노심용융물 냉각성 등의 중대사고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자로공동 외부로 노심용융물의 방출시키는 힘은

원자로용기 파손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다. 원자로용기 하부에 재배치

된 노심용융물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원자로용기가 파

손되면 원자로공동 외부로 많은 양이 방출될 수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 압

력이 200 psia 이하이면 원자로공동 외부로 노심물질을 방출할 수 없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심용융물이

원자로공동 밖으로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

(7) 조기 격납건물손상 (CF-EARLY) : 이 정점사건은 원자로용기 파손 시 또는

파손 직후 사건으로 격납건물 손상 여부, 그리고 격납건물 손상시 격납건물

손상 유형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다. 조기 격납건물 손상은 사고 시작후 원자

로용기 파손직후까지의 기간에 격납건물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점

사건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 격납건물 부분 손상

○ 격납건물 완전 손상

조기 격납건물 손상은 원자로용기 파손시 발생할 수 있는 격납건물 직접가열,

수소연소, 및 원자로공동내 증기폭발 등 격렬한 현상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

다. OPR-1000 격납건물에 대하여 고려되는 격납건물 손상유형은 격납건물 완

전손상 (손상면적: 약 1.0 ft2 (0.3 ㎡) 이상) 과 격납건물 부분손상 (손상면적:

약 0.1 ft
2

(0.03 ㎡)) 이다.

격납건물 완전손상과 부분손상의 차이점은, 완전손상시에는 2시간 이내에 격

납건물내 점진적 압력상승이 정지되고 격납건물이 감압될 수 있으나, 부분손

상시에는 점진적인 압력상승은 정지되지만 2시간 이내에 격납건물이 감압되

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격납건물 손상후 격납건물 외부로 방

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에 큰 영향을 준다.

(8) 후기 살수 재순환 (CS-LATE) : 이 정점사건은 원자로용기 파손 이후 사건/

현상으로, 사고 후기에 살수계통의 재순환모드 운전 성공여부를 고려하고 있

다. 사고후기는 원자로용기 파손 직후부터 후기 격납건물손상전까지로 정의된

다. 이 정점사건에 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사고후기 살수 재순환모드 운전 성공



○ 사고후기 살수 재순환모드 운전 실패

살수계통의 재순환모드 운전은 격납건물의 열제거 및 핵분열생성물 제거 기

능을 제공한다. 신고리 1,2호기에는 비안전 등급의 격납건물 팬 냉각기가 설치

되어 있으나 중대사고 환경에서는 격납건물의 열제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살수계통의 재순환모드 운전이 사고후기에서 유일한

격납건물 열제거 방법이 된다.

(9) 원자로공동 노심용융물 냉각 (EXVCOOL) : 이 정점사건은 원자로용기 파손

이후 현상으로,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작용(MCCI)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격납건물 하중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고려하고 있다.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

호작용은 콘크리트의 분해(Decomposition) 및 용발(Ablation), 이에 따른 비응

축성 또는 가연성 기체의 발생, 노심용융물 화학성분의 변화, 그리고 방사성핵

종 방출 및 에어로졸의 생성을 초래한다. 이 정점사건에 대해 다음 2 가지

경우가 고려된다.

○ 원자로공동 노심용융물 냉각 성공

○ 원자로공동 노심용융물 냉각 실패

원자로공동으로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이 냉각된다면, 격납건물 건전성에 위협

을 주는 것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노심용융물의 붕괴열에 의한 증기발생과

이에 의한 격납건물 가압뿐이다.

(10) 후기 격납건물손상 (CF-LATE) : 이 정점사건은 사고 후기의 사건이며, 이

정점사건에서의 고려사항은 “조기 격납건물손상” 정점사건과 유사하다. 두 정

점사건의 차이점은 정점사건을 고려하는 시점에 있다. 즉, 조기 격납건물손상

에서 고려되는 시간대는 원자로용기 파손 직후까지이나 후기 격납건물손상에

서 고려되는 시간대는 원자로용기 파손 수 시간후에 시작하여 오랜 시간 지

속된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고려된다.

○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 격납건물 부분 손상

○ 격납건물 완전 손상

후기 격납건물손상의 주원인은 살수 재순환모드 운전 실패 또는 격납건물 열



제거 기능의 상실로부터 초래되는 증기과압으로 예상되며, 후기 수소연소에

기인한 격납건물손상도 예상된다. 열교환기를 포함하여 재순환모드 운전이

가능하다면 격납건물 열제거는 가능하다. 증기 과압은 진행속도가 느린 현상

으로서 격납건물 손상압력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만일

이러한 가압 과정중 작은 누출 유로가 존재한다면 격납건물 가압은 정지될

수 있다.

장기적인 증기발생으로 인한 격납건물 건전성 위협이외에 중대사고진행에 의

한 가연성기체의 축적으로 가연성기체 연소에 의한 격납건물손상을 고려하고

있다. 사고 후기 격납건물내 가연성기체는 노외의 노심용융물 가운데 미산화

된 금속성분의 산화와 MCCI에 의한 일산화탄소 등의 기타 가연성기체의 발

생으로 축적된다. 사고 초기에 비하여 격납건물 대기중 가연성 기체의 농도

가 높고 특정구역에 집적될 수 있으므로 위협적이다.

(11)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 용융관통 (BMT-MELT) : 이 정점사건은 사고 후

기의 사건으로, 격납건물 바닥콘크리트용융관통에 의한 격납건물손상을 고려

하고 있다. 이 정점사건에 대해 다음 2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 격납건물 바닥콘크리트용융관통

원자로공동내 노심용융물이 냉각 가능한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원자

로공동에 냉각수가 있더라도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작용에 의하여 바닥콘

크리트용융관통에 의한 격납건물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후기 격납건물

이 과압이나 수소연소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용융관통을

고려하였다. 만일 격납건물이 과압 등의 원인에 의하여 손상된다면, 격납건물

손상이후 바닥콘크리트용융관통으로 인한 격납건물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과압에 의한 격납건물 손상유형에 비하여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

하지 않는다.

다. 격납건물사건수목 모델 개정

일반적으로 사건/현상의 발생 순서대로 배치하나 다른 사건에 종속적인 사건은

자신을 종속시키는 사건 뒤에 위치시킨다. 격납건물 사건수목은 다음과 같이 작

성하였다.



(1) 격납건물 격리 : 격납건물 격리가 실패하였을 때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은 살수계통의 작동 여부에 좌우된다. 따라서 표제

CS-LATE 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한다. 원자로용기 파손전 격납건물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격납건물 격리와 마찬가지이므로 격납건물 격리라는 표제에

한 가지로 취급한다. 단 이 사건은 살수계통이 작동하지 않아야 발생이 가능

하므로 표제 CS-LATE 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CS-LATE 가 안된

다고 가정한다. 격납건물 격리가 되었을 때에는 격납건물 우회사건인가를

물어본다.

(2) 격납건물 우회 : 격납건물 우회사건인 경우에는 SGRT 과 Interfacing

System LOCA 사고를 구분하되 더 이상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격납건물

우회 사건이 아닌 경우 고온에 의한 RCS 파단 유형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한

다.

(3) RCS 파단 유형 : 격납건물 우회 사건이 아닌 경우 RCS 파단 유형에 대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건전성 유지, 고온관 또는 가압기 밀림관 파손,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의 3가지 유형의 가지치기를 한다.

(4)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냉각 : RCS 파단 유형이 원자로냉각재계통 건전

성 유지 또는 고온관 또는 가압기 밀림관 파손 일 경우에는 원자로용기내 노

심용융물 냉각 성공, 원자로용기 하부 파손, 원자로용기 파손전 격납건물손상

의 3가지 유형의 가지치기를 한다. 원자로용기내 노심용융물 냉각이 성공할

때에는 운자로건물이 건전한 상태에서 중대사고가 종결되므로 더 이상 가지

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고 RCS 파단 유형이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인 경우

에는 격납건물 우회와 같으므로 더 이상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5) α-유형 격납건물손상 : 전 표제인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냉각에서 원자

로용기 하부 파손인 경우에는 α유형 격납건물 손상 여부를 알기 위하여 격납

건물 건전성 유지, α유형 격납건물 손상의 두 가지 가지치기를 한다. α유형

격납건물 손상이 일어나면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므로 더 이

상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6) 원자로공동 외부로 방출된 노심용융물 양 : 전 표제인 α-유형 격납건물손상

에서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일 경우에는 원자로공동 외부로 방출된 노심용융

물 양을 높음, 보통, 낮음의 세 가지로 가지치기를 한다. 단, 세 번째 표제인

RCS 파단 유형이 고온관 또는 가압기 밀림관 파손일 경우에는 RCS 압력



이 저압이므로 노심용융물이 모두 원자로공동에 갇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속성을 낮음이라고 간주한다.

(7) 조기 격납건물손상 : 이 정점사건에 대해서는 전표제의 가지 3개(높음, 보

통, 낮음) 모두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가지를 친다.

○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 격납건물 부분 손상

○ 격납건물 완전 손상

(8) 후기 살수 재순환 : 이 정점사건에 대해서는 전표제의 가지 3개(격납건물 건

전성 유지, 격납건물 부분 손상, 격납건물 완전 손상) 모두에 대하여 각각 다

음과 같이 2 개의 가지를 친다.

○ 사고후기 살수 재순환모드 운전 성공

○ 사고후기 살수 재순환모드 운전 실패

격납건물이 건전성을 유지할 경우에는 후기 살수가 격납건물 후기 손상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격납건물이 손상 (부분 또는 완전 손상) 될 때에는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살수 작동 여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9) 원자로공동 노심용융물 냉각 : 조기 격납건물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는 후기 살수의 작동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음과 같은 가지치기를 한다.

○ 원자로공동 노심용융물 냉각 성공

○ 원자로공동 노심용융물 냉각 실

살수가 되고 노심용융물이 냉각이 되면 격납건물 손상없이 중대사고가 종결

되므로 더 이상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나머지 경우에는 다음 표제인 후기

격납건물 손상에서 가지치기를 한다.

(10) 후기 격납건물손상 : 전 표제에서 살수가 되고 노심용융물이 냉각이 되면

격납건물 손상없이 중대사고가 종결되므로 더 이상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

나머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지치기를 한다.

○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 격납건물 부분 손상

○ 격납건물 완전 손상

(11)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 용융관통 : 전 표제에서 격납건물이 손상되었을 경

우에는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이 되므로 이 표제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

지 않는다. 격납건물이 건전할 경우에는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 용융관통 여

부를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지치기를 한다.

○ 격납건물 건전성 유지

○ 격납건물 바닥콘크리트용융관통

이상과 같이 일반사건수목에 11개의 표제를 설정하여 가지치기를 한 결과 기존

울진 3&4 Level 2 CET[KEPCO,1996]에서 사용된 95개의 종점상태로부터 그림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질이 다른 76개의 종점상태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CET 모델과 달리 특수격납건물사건수목을 일반사건수목에 통합함으로써 격납건

물사건수목 정량화가 편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사선원항을 정의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분해사건수목(DET) 개정

각 격납건물사건수목을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각 표제에

대하여 분해사건수목이 있어야 한다.

(1) 격납건물 격리 : 상기 표제는 발전소손상군(PDS) 특성에서 알 수 있다.

(2) 격납건물 우회 : 격납건물 격리 상태는 PDS 특성에서 바로 알 수 있다.

(3) RCS 파단 유형 : 온도에 의한 RCS 파단이 발생하려면 원자로 내의 고온의

수증기가 증기발생기로 가고, 증기발생기에서 냉각된 수증기가 원자로로 돌아

오는 자연순환 현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런 자연순환은 RCS 가 고압일 때

에만 일어난다. 원자로용기 외부가 물에 잠겨있는가는 원자로용기 파손 시점

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2차측 압력은 온도에 의한 증기발생기 세

관 파손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인자들을 고려한 RCS 파단 유형에 대한

분해수목은 그림 8과 같다.

(4)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냉각 : 원자로용기 내부 노심용융물 냉각에 영향



을 주는 인자는 원자로용기내 냉각수 주입상태가 있으며, 주입되는 냉각수의

온도는 살수계통 작동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원자로용기 내부로 냉각재 주입

이 안될 때에는 원자로공동에의 냉각수 존재 유무가 원자로용기내 용융물 냉

각에 영향을 준다. 저압안전주입계통이 운전이 가능하나 RCS 압력이 높아서

주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RCS 압력이 낮아지면 냉각재 주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자들을 고려한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냉각에 대한 분해수목은

그림 9와 같다.

(5) 알파모드 격납건물손상 : 원자로용기내에서의 증기폭발은 RCS 압력이 높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알파모드 격납건물 손상을 위한 분해수목은

그림 10과 같다.

(6) 원자로공동 외부로 방출된 노심용융물 양 : 원자로용기가 파손될 때 노심용

융물을 원자로공동 외부로 밀어내는 힘은 RCS 압력이고, 이때 원자로공동에

냉각수 존재 유무가 원자로공동 외부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의 양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인자들을 고려한 분해수목은 그림 11과 같다.

(7) 조기 격납건물손상 : 원자로용기 파손을 전후하여 격납건물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원자로용기 파손전 격납건물 압력 (살수계통에 영향을 받음),

원자로공동에서의 증기폭발 (원자로공동에의 냉각수 유무에 영향을 받음), 격

납건물 상부로 분출되는 코륨의 양과 이때 격납건물에 있는 수소 양등이다.

이런 인자들을 고려하여 그림 12와 같이 분해수목을 작성할 수 있다.

(8) 후기 살수 재순환 : 사고 초기에 작동하던 살수계통이 장기간 운전하는 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살수펌프의 운전중 실패, 원자로용기 파손시 분출된 노심

파편들에 의한 섬프 막힘, 격납건물 파손 부위에 따른 보조건물 환경악화 등

이 있다. 살수계통이 조기에 고장났을 경우에는 살수계통의 고장을 수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살수계통 복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인자들을

고려하여 그림 13과 같이 분해수목을 작성할 수 있다.

(9) 원자로공동 노심용융물 냉각 : 원자로공동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에 미치는

인자는 노심용융물의 양, 원자로공동 바닥 넓이, 그리고 냉각수 존재 유무이

다. 이런 인자들을 고려하여 그림 14와 같이 분해수목을 작성할 수 있다.

(10) 후기 격납건물손상 : 후기 격납건물 손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보조

급수계통 초기작동 여부, 살수계통, 팬냉각기 및 수소점화기가 있다. 수소점화

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후기 수소연소에 참여할 수 있는 수소양이 중요



하다. 이런 인자들로 구성한 분해수목은 그림 15와 같다.

(11)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 용융관통 : 바닥 용융관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원자로공동 내 냉각수 유무, 용융물 양 및 형상이다. 이런 인자들로 구성한 분

해수목은 그림 16과 같다.

마. 방사선원항군(STC) 모델 개정

(1) 방사선원군 군집화 변수 :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종점상태는 방사선원항 측면

에서 볼 때 거의 같은 종점상태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방사선원항 특성이

전혀 다른 방사선원군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군집화 변수를 선정한다. 이

들 변수는 핵분열생성물 방출 및 사고결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근거하여

정의되고, 방사선원군은 각 변수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방사성물질 방출 시점,

방사성물질별 방출양 등이 정의된다. 군집화 변수는 발전소 및 격납건물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선정되며, OPR-1000 방사선원항 방출군 STC를 정의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출군 군집화 변수를 선정하였다.

○ 격납건물 우회

○ 격납건물 격리상태

○ 원자로용기 파손전 노심손상 정지/노내 노심물질 냉각

○ 알파유형 격납건물손상

○ 격납건물 손상시점

○ 격납건물 손상유형

○ 노외 노심물질 냉각

○ 격납건물 살수 재순환모드 운전

(2) 방사선원군 : 상기 정의한 방사선원항 군집화 변수를 표제로 한 방사선원군

논리도는 기존 울진 3&4 (OPR-1000) Level 2 STC 모델[KEPCO,1996]에서

사용된 19개의 종점상태로부터 그림 17과 같이 총 21개의 방사선원군이 정의

되었다.

바. Level 2 PSA 모델 개정 결과 요약

(1) CET모델 최적화 : 기존 특수 CET(격납건물 격리실패, 격납건물 우회)를 일

반 CET에 통합하고, CET 분기점을 조정하여 CET를 최적화하였다. 주요 변



경 대상은 [Early CF때 EXVCOOL branch 삭제] 및 [No Early CF,

CS-LATE, EXVCOOL 성공일 때 CF-LATE branch 삭제] 이며. CET 최적

화 결과 변경 전 6 CET (일반 CET 1개, 특수 CET 5개), 9개의 정점사상, 95

개의 사고경위에서 변경 후 1개의 일반 CET, 11개의 정점사상, 95개의 사고

경위가 되어 사용이 용이해졌다.

(2) 분해사건수목(DET) 최적화 : 기존 RCSFAIL DET 표제에 “2차측 압력”을

추가하여 온도에 의한 1차계통 파손 확률을 최적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F-LATE DET에서 “AFWS 작동”을 추가하여 후기 격납건물 파손확률의

보수성을 저감하였다.

(3) 방사선원군(STC) 논리도 최적화 : MAAP 코드를 사용하여 Early CF 시

Spray 유무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선원 양이 다른 것을 확인함에 따라, Early

CF시 Spray 유무에 따라 방사선원군을 구분하였고, 그 결과 STC가 기존 19

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그림 7. 개정된 OPR-1000 격납건물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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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CS 파단유형에 대한 분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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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자로용기내부 노심용융물 냉각에 대한 분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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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원자로공동 외부로 방출된 노심용융물 양에 대한 분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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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알파모드 격납건물손상에 대한 분해수목



그림 12. 조기 격납건물손상에 대한 분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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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후기 살수 재순환에 대한 분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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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원자로공동 노심용융물 냉각에 대한 분해수목



그림 15. 후기 격납건물손상에 대한 분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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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 용융관통에 대한 분해수목

그림 17. 개정된 방사선원군 논리도



3. RCS 압력경계 크립파손확률 평가

가. 연구수행 배경 및 목표

중대사고 자연순환 현상은 노심의 붕괴열을 재분배함으로써 사고진행 속도나

노심용융물의 구성, 방사성핵종 등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일차냉각재계

통 특히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크립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 파

손부위를 통한 고온 기체의 방출은 격납건물 기능상실을 의미하며 매우 심각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사고완화조치를 적절히 계획하고

수행하고 PSA 사건수목 정량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특성에 따

른 기술적 배경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중대사고현상은 광범위한 조건에

따른 매우 큰 불확실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조건이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증명, 검증 그리고 실제적용 등에 어려움이 많아 기술배경 및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예를 들어, 국내 원전의 PSA에서 활용하는 고온관 및 증

기발생기 파손에 관한 자료는 1980년대에 국외원전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그간

의 연구 성과 뿐만 아니라 국내원전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국내원전 고유의 특성에 따른 고온/고압의 중대사고시 고온관 및 증기발생기

에서의 열수력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 및 분기확률 데이터 분석체계

를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위험도평가 및 사고완화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파손확률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체제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OPR-1000 고유의 2단계 PSA 사건수목 분기확률 데이

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사고시 고온/고압가스에 의한 RCS 경계 및 S/G

Creep 파손확률 최적 평가체제 개발하는 것이다.

나. 연구수행 방법 및 결과

중대사고 자연순환 유동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발생기 크립파손 발

생확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의 연구결과 및 방법론들에 대한 조사/검토

를 바탕으로 주요 중대사고 자연순환 현상을 파악하고 중대사고 자연순환 현상

모사가 가능한 MELCOR 1.8.6[Gauntt,1998] 상세 입력모델을 개발하였다. 다음으

로, MELCOR 1.8.6 코드의 주요 중대사고 현상에 관련된 MELCOR 내부모델 및

상관식을 파악하여 중대사고 자연순환 현상 분석 적용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주

요 인자를 선정하고 열수력 불확실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MELCOR



코드 계산을 통한 온도 및 압력 이력과 발전소 설계 및 운영 자료를 이용하여

크립파손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고온관 노즐, 가압기 밀림관 및 증기발생기 전열

관의 크립파손을 파악하였으며 CREC 독립전산코드를 개발하여 확률변수의 랜덤

샘플링을 통한 파손확률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열수력 거동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얻은 중대사고시의 온도, 압력,

주요 사건발생 시각 등의 자료와 파손확률평가를 통하여 얻은 RCS 주요부위의

파손시점에 대한 통계적인 데이터는 중대사고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파악하여 수행여부를 판단 및 이행하는데 크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비상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등에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결과를 확률론

적 안전성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실제 사용하고 있는 위험도 평가결과 신뢰수준

을 높일 수 있으며, 기기 수명 연장, 유지보수작업 등의 원전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다. 연구수행 내용

(1) MELCOR 1.8.6 상세 열수력모델 개발

중대사고 고압사고시 자연순환 유동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파손확률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발생가능한 과도/사고를 도출

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열수력 현상을 파악하며, 주요 사고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매우 다

양하므로, 대상사고 전체를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가 핵심사고를 결정한 후 현상적인 유사성을

통하여 전 사고현상을 다루는 것이다. 즉, 핵심사고에 대하여 현상을 규명한 다

음 다른 모든 유사사고를 분류 및 그 현상학적인 유사성을 통해 그룹화를 함으

로써 필요한 자원을 절감하고 현실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NUREG/CR-6285[Bayless,1995] 및 NUREG/CR-6365[MacDonald,1996]에 따르

면 사고경위들 중에서 중대사고 자연순환 유동이 형성될 수 있는 사고경위는 다

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 강제순환유동이 자연순환유동 형성을 저해하므로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작동하

지 않아야 함.



○ 펌프를 통한 비상노심냉각수가 주입되지 않아야 한다 : 주입초기에는 노심에

서 생성되는 증기양의 증가로 자연순환유동이 증대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노

심냉각으로 인해 출구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고온증기와 저온증기간의

온도차이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자연순환 유동이 작아지게 한다. 또한, 펌프를

통한 냉각수 주입은 사고종결을 의미하므로 더이상의 노심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 계통파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예를 들어, SRV(Safety Relief Valve)나

전력구동방출밸브(PORV)가 개방되는 경우, 이 유로를 통한 유동형성으로 인

해 자연순환 유동이 저해될 수 있다.

한 예로, NUREG-1570[USNRC,1988a]에서는 중대사고로 인해 증기발생기 전

열관 파단사고(SGTR)를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두가지

조건은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과 증기발생기 이차측 상태였다. 발전소정전사고

(SBO)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증기발생기 고갈에 따라 노심붕괴열로 인해 원자

로냉각재계통 냉각수가 고갈되고 노심이 노출되게 된다. 노심손상이 진행되면서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온도가 증가한다. 사고진행의 속도 및

일차/이차계통상태가 노심손상시점에서의 원자로냉각재계통 파손위치 및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가압기 전력구동방출밸브(PORV) 및 안전밸브(SV)의 개

방고착, RCP Seal LOCA, 증기발생기 대기방출밸브(ADV) 및 주증기안전밸브

(MSSV)의 개방 등이 포함한 발전소 특정설계특성 및 사고경위에 따라 다르다.

상기 사고경위의 다양성으로 인한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PSA의

경우 발전소손상군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노심손상시점에서의 발전소상태

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사고경위들을 군집화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예

를 들어, OPR-1000 등 국내원전 Level 2 PSA[KEPCO,1996]에서는 격납건물 사

건수목의 첫번째 표제로 “고온에 의한 일차계통 파단”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원

자로용기 하부헤드 파손전에 원자로냉각재계통내의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한 원

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경계 파손여부를 결정하며, 고온관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에서의 자연순환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해사건 수목에서는 노심손상 진

행 중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조건 및 원자로용기 외부냉각상태를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원전의 PSA결과물을 활용함으로써 사고경위 선정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기존결과물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내원전

PSA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고경위 선정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목적에 맞는



사고경위들을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8은 상기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OPR-1000 자연순환 해석용 MELCOR

1.8.6 모델의 일부를 보여준다. 상기 MELCOR 입력개발을 위하여 기존

MELCOR 입력을 기준으로 설계 자료와 기 개발된 OPR-1000 RETRAN 코드

입력을 참조하였다. 또한, 상세 분할에 따른 입력 생산은 설계 자료, 설계 도면에

근거하며 설계 자료 및 참조자료로 결정할 수 없는 입력의 경우 공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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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CS계통 노드화

그림 18. 개선된 자연순환 유동 모사용 OPR-1000 MELCOR 1.8.6 모델

(2) MELCOR 1.8.6 상세모델기반 정상상태 해석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초기정상상태를 얻기 위하여 자동초기화

(Self-Initialization) 알고리즘[Chien,1997]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하는 변

수의 정확한 값을 반복시도(Trial and Error)를 통한 조작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동초기화 알고리즘은 초기화하고자 하는 변수와 그 변수에 영향을 주

는 주요변수를 파악하여 초기화하고자 하는 변수가 원하는 값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계산하여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값에 도달

하도록 자동화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MELCOR의 CF Package를 사용하여 구현

이 가능하다. 표 4에는 자연순환을 모사하도록 상세화한 모델과 기존모델의

FSAR 설계값 대비 주요 운전변수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정상상태 분



석결과 FSAR 설계치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FSAR
참조값

기존모델 상세모델

값 편차 값 편차

냉각재유량 (kg/s) per pump 3827.18 3851.68 0.64% 3837.45 0.27%

원자로입구온도 (K) 568.95 576.38 1.31% 574.18 0.92%

원자로출구온도 (K) 600.48 606.31 0.97% 613.76 2.21%

가압기 압력 (Mpa) 15.50 15.68 1.16% 15.50 0.00%

가압기 온도 (K) 617.98 618.97 0.16% 618.04 0.01%

노심우회유량(%) 3.00 2.98 -0.76% 3.12 4.00%

노심출력(MW) 2825.00 2827.11 0.07% 2824.23 -0.03%

표 4. 기존입력 및 상세입력의 정상상태 비교

[참고] 편차 계산 = (Value - FSAR 참조값) / FSAR 참조값 *100

(3) MELCOR 1.8.6 상세모델기반 사고경위 해석

사고경위 해석을 위한 대상사고경위는 자연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경위로 발전소정전사고를 분석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주요 사건이력은 표 5

에 제시되어 있다. 0초에 발전소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주급

수 펌프가 정지하며, 안전주입 및 보조급수가 공급되지 못하므로 노심의 열제거

수단은 가압기 안전밸브를 통한 방출이 유일하며 노심의 수위는 지속적으로 낮

아진다. 결국, 핵연료 피복재 손상이 발생하고, 핵연료가 용융되고 하부헤드로 녹

아내리며, 하부헤드의 냉각수마저 완전히 고갈되어 결국은 하부헤드의 크립파손

으로 인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게 된다.

그림 19에서부터 그림 26까지는 사고시 주요 변수들의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9의 경우 발전소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주급수펌프가 정지하였으나 다른 급

수가 공급되지 않아 증기발생기 수위가 감소하여 약 3,000초가 지나면 수위가 완

전히 고갈됨을 보여준다. 수위가 완전히 고갈되면 더 이상 노심의 열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어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차측 압력이 상승하게

되며, 가압기 안전밸브 설정치인 2,500 psia(17.24 MPa) 이상이 되면 가압기 안

전밸브가 개방되어 압력을 낮추게 된다. 이로 인해 일차계통 내의 냉각수량은 줄

어들게 되고, 그림 2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내의 수위가 낮아지게 된

다. 수위가 낮아지고 노심이 노출됨에 따라 그림 22와 같이 핵연료의 온도가 상

승하게 되고 노심의 수위는 가압기 안전밸브의 개방/닫힘에 따라 계속 감소하게



된다. 원자로내의 냉각수가 고갈되어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자연순환 유동이 형

성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고온의 기체에 의하여 노심의 붕괴열이 원자로냉각

재 계통 및 증기발생기로 전달되어 각 기기들의 온도를 높이게 된다. 그림 23과

그림 24는 증기발생기 전열관 및 가압기 밀림관의 온도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사건
시간 (초)

기존모델 상세모델

원자로정지, 주급수정지, 주급수격리밸브 닫힘 0 0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 16.3 16.3

증기발생기 수위 고갈 3305.5 2938.4

가압기 안전밸브 첫 번째 개방 4279.6 4581.9

피복재 손상 8132.5 14063.5

UO2 용융 8192.2 14164.8

UO2 하부헤드로 녹아내림 8892.4 14575.0

하부헤드 파손 11127.4 18357.4

표 5. 발전소 정전사고 주요 사건 발생 시각

기존의 MELCOR 입력모델 분석결과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세 입력모델 간

에는 사고진행속도 상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가 고갈

되지 않은 단상유동상태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냉각재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형성되는 자연순환 대항류에 따라 사고가 진행될수록 큰 차이가 보

이게 된다. 기존모델에서는 자연순환 유동이 모델링되지 않음으로써 노심붕괴열

이 노심과 가압기를 통하여 빠져나가는데 반하여, 상세모델에서는 자연순환 유동

을 통하여 증기발생기를 통한 냉각된 유동의 유입 등에 의하여 붕괴열이 노심외

의 부분으로 전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노심의 열이 전달됨에 따라 노심 및

핵연료의 온도가 천천히 상승함에 반하여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온도는 더 빨리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배된 노심붕괴열로 인하여 원자로

용기 파손시점이 약 7,230초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 및 RCS에서 확실히 형성된 자연순환 유동을 볼 수 있다. 그림 25는 고

온관 상부와 하부에서의 유로에서의 질량유량을 나타내고 있는 데, 유로 방향은

상부유로의 경우 원자로에서 증기발생기 쪽으로, 그리고 하부유로의 경우는 증기

발생기 쪽에서 원자로 쪽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양의 유량은 이 방향으로 유량

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고발생 후 5,000초가 지나면서 하부유로의 유량

이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두 유로 내에서의 유동의 방향이 반대방향임을 의



그림 19. 증기발생기 이차측 수위 그림 20. 가압기 압력

그림 21 원자로용기수위 그림 22. 핵연료 온도

미하며 이는 대항류(counter-current flow)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자

연대류현상은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은 고온관 상부와 하부 각각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온관 상부는 원자로용

기에서 증기발생기로 향하는 고온의 증기유동으로 인해 하부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자연대류현상도 관찰되었다. 그림 27은 자

연대류현상이 관찰되었을 때(8,000초)의 원자로용기내의 유동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데,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노심중앙부위의 기체가 상승하면서 원자로 상

부의 구조물과의 열전달로 인해 온도가 낮아지고, 원자로용기 주변부로 하강하면

서 다시 노심 중앙에서 상승하게 되는 노심내 자연순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3. 증기발생기 전열관 온도 그림 24. 가압기 밀림관 온도

그림 25. 고온관 유량 그림 26. 고온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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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원자로 및 RCS내 자연순환유동



(4) MELCOR 1.8.6 열수력 불확실성 분석

고압조건의 중대사고시 RCS 자연순환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의 수집 및 검토

를 통하여 고압 중대사고시 발생하는 주요 자연순환 현상 및 유동 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 고려 인자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이들을 열수력 분석모델에 적

용하기 위한 2가지 반영 안(사고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방안과 MELCOR 전산코드

모델링 및 입력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OPR-1000 대표사고경위(발전소정

전사고)에 대한 모의 적용을 수행함. 세부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MELCOR 1.8.6 RCS 및 안전계통 모델링을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여, 불확실

성 분석을 위한 MELCOR 1.8.6 OPR-1000 MELCOR1.8.6 입력모델을 개발함.

○ 문헌 자료와 전문가의견을 통하여 고압 중대사고시 자연순환 PIRT를 개발하

고, 주요 열수력 불확실성 인자를 도출하였으며 MELCOR 민감도분석을 통하

여 최종 분석대상 인자를 도출하고 확률분포를 결정함 (표 6 참조).

표 6. MELCOR 열수력 불확실성 분석 대상 입력변수

No 변 수 설 명 분 포

1 붕괴열

- ANS 붕괴열 곡선의

곱수(multiplier). 관련 MELCOR

변수 : SC3200

정규분포 / 0.934~1.066

ANSI/ANS-5.1-1979 standard

model의 불확실도를 고려함.

2

증기발생기

전열관

개수

- 증기발생기 전열관 관막음에

따른 차이 고려

- CVH, FL, HS package 수정을

통해 반영

균일분포 / 7520~8214

관막음하지 않은 경우와 최대

관막음되는 경우를 고려함.

3

피복재

용융물에

용해되는

UO2 분율

- 피복재 용용 및 재배치 시점에서

용융물에 용해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UO2의 분율.관련

MELCOR 변수 : COR00007

균일분포 / 0~50%

U-Zr-O의 삼원계상태도 및

공학적판단으로 결정(기존연구

참고함)

4
용융물

열전달계수

- 노심 용융물의 freezing 및

blockage 현상 계산에 사용하는

열전달계수. 관련 MELCOR 변수

: COR00005

균일분포 / 2,000~22,000

MELCOR 입력모델의 고유 특성

고려 및 실험결과를 참고하여

결정(기존연구 참고함)

○ 상기 불확실성분석 대상변수에 대해 샘플된 59 (Wilk's 공식[Wilks,1941]에

의해 95% 신뢰구간을 갖는 샘플 수)개의 LHS[Iman,1984] 샘플 각각에 대한

MELCOR 1.8.6 열수력 분석을 수행하여 원자로용기 파손시점까지 주요사건의

통계적 발생시점을 파악함[이병철,2009; BYS,2009; JKH,2009] (그림 28 참조).



(5) RCS배관 및 SG전열관 크립파손 확률 평가

○ RCS배관 및 SG전열관 크립파손 확률을 평가하기 위해 확률론적 파괴역학

방법론을 도입하고 크립파손 모델을 적용하여 독립 프로그램 ‘CREC

(Creep-Rupture Evaluation Code)을 개발하였다.

○ 크립파손 불확실성 분석 대상변수로 선정된 배관크기 및 두께, SG 전열관 크

랙 길이 및 깊이에 대하여 수집된 발전소 고유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각에 대

한 확률분포를 가정하고, 앞에서 선정된 열수력 분석대상 59개 모두에 대한

CREC 계산을 통하여 통계적 크립 파손시점과 파손확률을 추정하였다.

○ 분석 결과, SG 전열관 및 고온관에서 크립파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파손 시점은 원자로용기 파손시점 보다 빠르며, 이에 따른 SG 전열관

및 고온관의 파손확률은 각각 0.14, 0.84로 평가되었다.

○ 그림 29는 상기 파손확률평가 방법론의 전체적인 개요를 도식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a) Hot-leg pressure (b) S/G pressure

(c) Hot-leg temperature (d) S/G temperature

그림 28. SBO시 MELCOR 1.8.6 불확실성 분석 결과 (압력/온도 이력)



그림 29. RCS배관 및 SG전열관 크립파손확률 평가체제

제 3 절 Level 2 사고경위 불확실성 평가체제 구축

Level 2 주요 사고경위에 대한 중대사고 현상학적 불확실성 평가결과의 반영은

Level 2 최적모델 PRiME-L2의 주요 최적화 대상중 하나이다. 본 절에서는 먼저

Level 2 최적화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된 MAAP 및 MELCOR기반 중대사고

불확실성 평가체제의 기본 요소인 샘플링기반 불확실성 분석방법[안광일,2002]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PRiME-L2 최적화 기반기술 개발 목적으로 1단계 연구

에서 수행된 MAAP코드 기반 불확실성 평가코드 SAUNA 개발내용, 그리고

MAAP 및 MELCOR 코드를 이용한 중대사고 불확실성 평가체제에 대하여 기술

한다. 현재 기존 대다수 Level 2 PSA 관련 중대사고 해석은 MAAP[FAI,1994]을

주된 분석 도구로, MELCOR[Gauntt,1998]를 보조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MAAP와 MELCOR 코드를 PRiME-L2 주요 사고경위

불확실성 평가대상 도구로 고려하고 있다.

1. 불확실성 및 중요도 분석 개요

불확실성 분석(Uncertainty analysis)은 주어진 수리 또는 전산(Computational)

모델에 사용된 주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입력변수(Input variables)



1. Specification of 
input uncertainty

3. Propagation of N
input uncertainties

4. Quantification of 
output uncertainty

2. Preparation of  
input samples

의 변화량에 따른 특정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s)/출력변수(Output

variables)의 변화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통상 불확실성 분

석에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불확실성 정도는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로

주어지며, 주어진 모델에 대한 종속변수의 불확실성은 이들 독립변수의 불확실성

이 모델을 통하여 전파되어 나타나는 정량적인 결과이다. 불확실성 분석이 불확

실성 분석 대상으로 고려된 모든 독립변수의 값을 동시에 변화시켜 이들의 영향

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과 차이가 있다.

불확실성은 주어진 모델이나 불학실성 인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

로 분석할 수 있는 데, 복잡한 수학적 모델이나 전산모델의 경우 통상 입력변수

에 할당된 확률분포로부터 특정 값들을 표본 추출하여 이들을 추출된 수만큼 주

어진 모델에 전파시키는 샘플링기반 불확실성 평가방법[Helton,2002; Crécy,2007]

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샘플링 방식으로는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법

[McKay,1979]이나 계층화된 표본추출 LHS(Latin hypercube sampling)법

[Iman,1984] 등이 있다. 그림 30은 PRiME-L2 최적평가 연계를 위한 샘플링 기

반 중대사고 현상학적 불확실성 분석절차를 보여준다.

그림 30. 중대사고 현상에 대한 통계적 불확실성 분석 절차

중요도(Importance/Influence) 분석이란 주어진 수리 또는 전산모델의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여 정도를 척도(표 7 참조)를 사용하여 평가



하는 방법으로 통상 불확실성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수행된다[Iman,1981a;

Iman,1981b]. 중요도 평가결과 중요도 척도의 절대적/상대적 크기에 따라 우선순

위가 할당되며, 순위가 높은 독립변수는 주어진 모델의 해당 종속변수에 대한 기

여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표 7. 주요 중요도 (Importance/Influence) 척도

중요도 척도 특징 관계식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PCC)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정하고,

특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의

관계에 대한 연관성 지표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RC)

표준화된 입/출역변수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회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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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PRCC)

데이터가 서열척도인 경우 즉 자료의

값 대신 순위를 이용하여 계산된

SRC

-

Standardized rank

regression

coefficient (SRRC)

데이터가 서열척도인 경우 즉 자료의

값 대신 순위를 이용하여 계산된

SRC
-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두 변수간의 표준화된 공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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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r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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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서열척도 R(․)인 경우

순위를 이용해 계산된 상관계수로

자료에 이상점이 있거나

표본크기(n)가 작을 때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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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AP기반 불확실성 평가코드 SAUNA 개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PRiME-L2 최적화 기반기술 구축의 하나로 Level 2 다

양한 사고경위에 대한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MAAP코드 기반 중대사

고 현상학적 불확실성 분석 모듈 개발은 Level 2 최적평가체제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중대사고 해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코드인 MELCOR의 경

우 자체 불확실성 정량화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MAAP의 경우 자체 불확

실성 분석 모듈을 보유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상기 필요성에 MAAP 코드 특성

이 충분히 반영된 중대사고 불확실성 평가코드 SAUNA(Severe Accident risk



UNcertainty Analysis)[PSH,2008; PSH,2009] 개발 결과를 소개한다. SAUNA는

대형 열수력/중대사고 분석코드 불확실성 분석시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샘

플링기반 불확실성 분석방법[안광일,2002; Helton,2002; Crécy,2007]을 채택하고

있다.

가. 기존 불확실성 평가모듈 비교검토

SAUNA 체제 개발을 위하여 먼저, 중대사고/열수력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불확실성 분석 모듈 각각의 장단점과 문헌 자료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주요 분석 대상은 MELCOR 코드 불확실성 평가모듈

VBuncertainty[Gauntt,2005a; Gauntt,2005b]와 MARS 코드와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 UQM[LYJ,2007] 모듈이다. 조사 대상인 MELCOR 코드 불확실성 분석모듈

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기능 : 기존 입력의 형태에 불확실성 변수 부분이 추가된 입력서식 사

용 (표 8 참조)

○ Random sampling 처리의 다수의 분포 선택 기능 제공

○ 선택 대상의 분포에 따른 그래프(PDF) 제공

○ 기존 코드 실행파일과 GUI 환경을 통해 연결됨.

(2) 프로그램 분석

○ 불확실성 변수 값 추출 (VBuncertainty program) :입력서식 파일, Title,

실행 횟수, 변수에 대한 분포 설정을 통한 Random sampling 산출, 소스코

드 입수 불가능, execution file 입수됨 (그림 31 참조)

○ 코드 실행 (BatchMelcor, Melgen, Melcor Program) : GUI, 3개의 Tab 구

성, 입력 Field, Button 사용, 소스코드 입수는 Melgen 및 Melcor만 가능,

BatchMelcor 프로그램은 실행파일만 입수됨 (그림 32 및 그림 33 참조)

○ 통계분석 : 결과데이터 수집, 분포 구성 (Distribution program), 소스코드

입수 불가능, 실행파일 입수됨

○ 결과 파일에 대한 회귀 분석 (Variance program), 소스코드 입수 불가능,

실행파일 입수됨

(3) 분석 결과

○ 계산 입력의 자동 작성과 GUI 환경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구현되어

있지만,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자동화를 위한 3개의 Tab 형태로 구



성됨)

○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서식입력 파일 설정부터 프로그램 실행까지의

일괄처리(One-step) 구현이 필요함.

표 8. MELCOR 코드 불확실성 입력 예

*///////////// Start of MELGEN Input /////////////////////////////////////

*eor* melgen

*

r*i*f gen_files\AP1000.gen * Bring in most of the containment model "gen" files

r*i*f gen_files\RN_Output.gen * Add an additional file that requests specific RN output

*

allowreplace

*

edf90001 &#Dirname#&\RN_data.dat

edf61001 &#Dirname#&\Airbrn_Mass.dat

edf60001 &#Dirname#&\Decon_C.dat

*

* Following are parameters to be considered as uncertain.

*

RN1100 0.1e-6 50.e-6 %#RHONOM#% * aerosol density in range [1000.0, 5000.0]

*

RN1001 10 2 16 14 13 13 1 16 * use default 2 for # of aerosol components

*

* pgas1 pgas2 tgas1 tgas2 pressure/temperature interval for aerosol coeff

RNPT000 1.0e5 1.0e6 273.0 1000.0

* chi gamma fslip stick

RNMS000 %#CHI#% %#CHI#% %#FSLIP#% %#FSTICK#%

* turbds kgas/kpart therm acc diff B.L.

RNMS001 %#TURBDS#% %#TKGOP#% %#FTHERM#% %#DELDIF#%

*

그림 31. MELCOR VBuncertainty 모듈 (입력작성)



그림 32. MELCOR 실행화면 (BatchMelcor, Melgen, Melcor Program)

그림 33. MELCOR 코드 실행환경 설정 화면 (MELCOR BatchMelcor 모듈)

MARS코드 불확실성 분석모듈 UQM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기능

○ 불확실성 변수의 별도 관리 (테이블 형태의 변수값 산출 방식)

○ MARS코드 실행을 위한 전처리(Pre-processor) 형태로 프로그램이 구현됨

(2) Program 분석

○ 불확실성 분석 입력 : 변수개수/종류, 실행 횟수

○ 변수값 산출 (UQM program) : GUI, Button방식 구현, Matrix 형태의 수

치 데이터 (관련 변수들의 생성은 직접 입력 또는 외부 텍스트파일 연계

방법 중 선택, 소스코드의 일부(Random sampling 구현부분) 입수됨, 실행

파일 입수됨 (그림 34 참조)



○ 계산 수행을 위한 Batch procedure 파일 생성

○ 계산결과 (출력) : 불확실성 관련 변수에 대한 수치 데이터 작성

(3) 분석 결과

○ 변수 생성시 변수 개수가 적을 경우 직접 입력이 가능하지만, 개수가 많을

경우 외부 텍스트파일 연계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이 경우, 사용자 편의성

이 구현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사용자 편의를 위해 입력설정부터 출력작성까지 일괄처리 구현이 필요함.

그림 34. MARS UQM 실행 화면

나. SAUNA 주요 구성모듈의 구현

기존 방법론/모듈에 대한 상기 검토 결과를 토대로 MAAP 기반 불확실성 평

가모듈이 갖추어야할 기술적인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파악되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중 Tab을 활용한 GUI 기능.

○ 변수 추출, 분포 선택, 코드실행을 위한 불확실성 입력작성, MAAP 코드의

실행 제어 등 각 기능을 연결하는 기능

상기 요건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MAAP 기반 불확실성 평가 예비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어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성 점검과 주

요 기능 확장을 통하여 보다 개선된 SAUNA 모듈을 구현하였다. 차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Sampling 기법과 다양한 분포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모듈을

설계하여 SAUNA에 반영하였다.



상기 과정을 거쳐 개발된 SAUNA 모듈은 크게 (1) 주어진 확률분포로부터

불확실성 표본샘플링, (2) 샘플된 값들과 MAAP 입력변수와의 연계 및 실행

기능, 그리고 (3) MAAP 코드 실행 결과 분석 기능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상기 주요 기능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3개의

Tab으로 구분하였으며, 실행에 필요한 주요 정보는 User interface 파일을 통해

각 Tab에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실행 도중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 User interface 파일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이후의

작업부터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계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Message

표시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전체의 자료 흐름은 그림 35에, 모듈 전체의 구조는

그림 36에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5. SAUNA 수행 과정 그림 36. SAUNA 모듈의 전체 구조

개발된 SAUNA 각 모듈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Tab에 따른 주요 기능

○ Tab-1 화면 ('Random Number Sampling') : 분석 대상인 불확실성 변수와

그 변수가 가지는 값의 범위 및 Sampling을 위한 분포기법에 대해 Text file

형태로 작성하도록 구현되었으며, 독립적인 샘플링 Program을 통해 생성된

Samples에 대해서도 MAAP 코드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구현되었다.

○ Tab-2 화면 ('MAAP code Execution Control') : MAAP 코드 입력과의 연



계 및 실행 기능(Tab2)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샘플들을 MAAP 코드입

력의 일부분으로 적용시키며, 샘플이 적용된 MAAP 코드입력에 대해 순차적

으로 일괄 실행(Batch processing) 되도록 구현되어 많은 수의 샘플에 대한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MAAP 코드 출력양식의 특징상 SAUNA는 기본적으로

샘플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인 폴더가 할당되어 각 샘플에 대한 MAAP 실행

결과가 각 폴더에 할당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많은 수의 출력 변수가 동시에

고려되는 경우 출력처리가 매우 효과적이다. 실행 예는 그림 37에 보여준다.

○ Tab-3 화면 (MAAP code Result Analysis') : MAAP 코드 실행 결과의 분

석 기능(Tab3)은 분석 대상의 변수를 지정하고, MAAP 실행 결과들 중 지정

된 변수에 대한 수치 값들을 모아, 통계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보여 주고, 그래

픽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 이의 실행 화면은 그림 38에 보여준다.

그림 37. MAAP 실행후 결과 그림 38. Tab-3 모듈 주요 기능

(2) SAUNA Program 구현

MAAP 코드 분석결과 Output file의 가공을 위한 몇 단계의 소규모

program들을 기능별로 개발하여 Tab3 내에서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의 상세

기능은 아래와 같다.

○ Tab-1 (Program "random" : Random sampling number 생성) : (1) Input :

서식 입력파일, Sampling 횟수 (2) Output : 각 변수별 Sample 수

○ Tab-2 (Program "creinput" : 해당 변수들에 대한 n개의 불확실성 입력 Set

생성) : (1) Input : 각 변수별 Random sampling number, MAAP 입력 (2)

Output : n개의 MAAP 입력파일 Set

○ Tab-2 (Program 'datapro1') : (1) MAAP 코드의 출력 결과로부터 통계 분

석이 가능한 변수 추출 (2) 분석하고자 하는 MAAP 출력변수 선정한 후 선택



가능한 변수 리스트 생성하고 이들을 지정된 위치에 표시하며, 이를 근거로

결과 분석시 사용자가 분석 대상 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Tab-2 (Program 'datapro2') : (1) 파일명, 파일개수 등 다양성을 가진 가변

적인 파일로부터 규칙성을 가진 파일 형태로 변환 처리함 (그림 39 참조) (2)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변수에 대해 MAAP 코드 모든 불확실성 결과를 대상

으로 해당 수치 데이터를 통계분석이 용이한 형태로 추출하여 별도의 파일로

변환 처리함 (그림 40 참조)

(a) MAAP 코드 실행 직후의 출력파일 (b) 수치 데이터 추가 처리내용

그림 39. 결과분석용 모듈 작동결과

그림 40. 후처리 분석용 수치 데이터 파일 그림 41. 분석결과 기본 통계 처리

(3) SAUNA 구현 결과

○ 통계처리를 위해 지정된 불확실성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자료 생성하여

테이블 형식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PC software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1 및 그림 42 참조).

○ 불확실성 출력결과에 대한 Plot 기능(시간에 따른 출력변수 변화, 필요시 Log



scale 적용)을 구현하였다.

그림 42. SAUNA 주요 모듈 연계 화면

다. SAUNA를 통한 불확실성 평가 시범적용

SAUNA-MAAP간 불확실성 연계성 평가를 위하여 OPR-1000 소형 냉각재 상

실사고시 주요 핵분열생성물, 즉 노심으로부터 CsI 방출 (대응되는 MAAP 변수

‘FCRT(2)’) 및 노내외 Corium에 잔존하는 CsI양 ((대응되는 MAAP 변수

‘FCMT(2)‘)에 대한 불확실성 분석 시범적용을 수행하였다. 상기 분석을 위하여

1) MAAP 코드의 입력변수 중 핵분열생성물의 분포에 영향을 모델링 변수를 선

택하고, 이들에 대한 불확실성 범위 및 분포를 가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샘플링

및 표본입력을 이용한 코드계산, 마지막으로 계산결과에 대한 plot 및 통계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림 43 참조).

불확실성 분석결과 FCRT(2) 값은 (9,300-10,500초) 사이에 걸쳐 노심 잔존량이

0에 도달하며, FCMT(2)의 경우 약 3X10-4 - 2X10-2 의 범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 값들이 모두 상기 불확실성 범위 내에

있음을 고려할 때, SAUNA의 경우 향후 MAAP 코드 불확실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추후 보다 다양한 분석을 위해 불확실성 입력에 대한

Sampling 기능의 확장과 불확실성 분석결과에 대한 통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계획하고 있다.



FCRT(2) FCMT(2)

그림 43. SAUNA를 통한 MAAP 코드 불확실성 분석 시범적용 결과

3. MAAP기반 중대사고 불확실성 평가체제 구축

PRiME-L2 모델 중대사고 현상학적 불확실성 평가와 관련하여 MAAP 코드를

이용한 예제 계산을 수행하였다. 불확실성 분석의 적용분야는 OPR-1000 원전

중대사고시 핵분열생성물의 분포이며, 분석방법은 먼저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에

대한 기본 사고해석을 수행하고, 불확실성 분석을 위하여 1) MAAP 코드의 입력

변수 중 핵분열생성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도계수 및 모델링 선택사항

도출, 2) 불확실변수의 범위 및 분포 가정, 3) 샘플링 및 표본입력을 이용한 코드

계산, 그리고 4)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SBLOCA)의 기본 해석에서 배관파단은 저

온관에 0.00186 m2 (직경 0.0485 m) 파단을 가정하였다. 또한 2차계통을 통한 열

제거, 비상노심 냉각계통 및 격납건물 살수계통 등이 작동되지 않는 사고이다.

그림 44는 기본 사고해석에 대한 계산결과(노심, RCS, 격납건물, 및 노심용융물

에서의 CsI 분포)를 보여준다.

표 9는 불확실성 분석에 사용된 MAAP 코드의 입력변수 중 핵분열생성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불확실변수의 범위 및 분포에 대한 가정 사항을, 그

림 45로부터 그림 48까지는 200개 LHS 샘플을 이용한 CsI 분포 계산결과를 각

위치별로 나타내고 있다. 표 10은 Partial Rank Correlation Coefficients (PRCCs)

및 Standardized Rank Regression Coefficients (SRRCs)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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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SBLOCA 기본해석에 대한 CsI 거동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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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노심에서의 CsI 방출 분율에

대한 불확실성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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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원자로 냉각계통에서의 CsI

분율에 대한 불확실성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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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격납건물에서의 CsI 분율에

대한 불확실성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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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노심용융물에서의 CsI

분율에 대한 불확실성 계산결과



표 9. 불확실성 분석을 위한 MAAP 모델링변수 요약

MAAP Uncertainty 
Parameters ( ix ) Description Most Likely 

Value Range Distribution
1x = FFPREL Multiplier for in-core FP and inert aerosol release 1.0 [0.01, 1.0] Triangle
2x = FCSIVP Multiplier to vapor pressure of CsI for vapor-aerosol 

equilibrium 1.0 [0.01, 1.0] Triangle

3x = FCSHVP Multiplier to vapor pressure of CsOH for vapor-aerosol 
equilibrium 0.1 [0.01, 1.0] Loguniform

4x = FVPREV Multiplier to vapor pressures of CsI and CsOH for 
revaporization 1.0 [0.01, 2.0] Triangle

5x = XRSEED Initial seed radius for hygroscopic aerosol growth 0.3e-6 [1.0e-7, 3.0e-7] Loguniform
6x = FAERDC Ratio of existing airborne aerosol mass to aerosol mass that 

would result in steady-state 8.0 [1, 100] Loguniform

7x = GSHAPE Gamma shape factors to account for nonspherical aerosols in 
coagulation and settling calculations 2.5 [1.0, 10] Loguniform

8x = CSHAPE Chi shape factors to account for nonspherical aerosols in 
coagulation and settling calculations 1.0 [1.0, 15] Loguniform

9x = FEO Aerosol collision efficiency 0.33 [0.33, 1.0] Loguniform
10x = FEFFDR Containment spray aerosol capture efficiency 0.02 [0.01, 0.05] Loguniform

11x = XRDB Radius of aerosol particles released from debris beds into 
water pools 0.01e-6 [1.0e-8, 1.0e-6] Loguniform

12x = FDFDB Multipliers to decontamination factors for aerosol releases 
from debris beds into water pools 1.0 [1.0e-4, 100] Loguniform

13x = FDFJJ Multipliers to decontamination factors for aerosol releases 
from containment junctions into water pools 1.0 [1.0e-4, 100] Loguniform



표 10. PRCC 및 SRRC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 (LHS Samples: 200)

Inputs ( ix ) FCRT(2): CsI

Fraction in Core

FPST(2): CsI

Fraction in RCS

FCOT(2): CsI

Fraction in

Containment

FCMT(2):

CsI Fraction in

Corium

SRRC PRCC SRRC PRCC SRRC PRCC SRRC PRCC

1x = FFPREL -0.90 -0.90 0.36 0.84 -0.10 -0.25 -0.99 -0.98

2x = FCSIVP 0.04 0.09 -0.02 -0.10 -0.08 -0.19 0.03 0.15

3x = FCSHVP -0.01 -0.02 -0.01 -0.04 -0.02 -0.06 0.00 -0.02

4x = FVPREV -0.03 -0.06 -0.03 -0.13 0.43 0.75 -0.02 -0.09

5x = XRSEED 0.02 0.05 0.00 -0.01 -0.02 -0.06 -0.01 -0.03

6x = FAERDC -0.01 -0.03 0.00 -0.01 0.00 0.00 0.01 0.04

7x = GSHAPE 0.00 0.01 0.63 0.94 -0.59 -0.84 0.01 0.04

8x = CSHAPE 0.02 0.05 -0.59 -0.93 0.61 0.85 0.00 0.03

9x = FEO 0.03 0.07 0.13 0.48 -0.11 -0.29 0.01 0.07

10x = FEFFDR 0.01 0.03 0.01 0.03 -0.01 -0.02 0.01 0.04

11x = XRDB 0.00 0.00 -0.01 -0.04 0.02 0.05 0.04 0.21

12x = FDFDB 0.00 -0.01 -0.01 -0.02 0.03 0.09 0.01 0.03

13x = FDFJJ 0.02 0.05 0.02 0.10 0.00 -0.01 -0.02 -0.08

2R ( N=200) 0.83 0.83 0.95 0.95 0.86 0.86 0.97 0.97

4. MELCOR기반 중대사고 불확실성 평가체제 구축

MAAP 코드에 의한 Level 2 중대사고 현상학적 불확실성 평가와 더불어

MELCOR 코드를 이용한 불확실성 평가결과의 반영은 PRME-L2 최적화 방안의

주요 요소이다. MAAP코드 불확실성 평가체제가 앞에서 언급한 SAUNA를 기

반으로 하는 반면, MELCOR 코드를 이용한 불확실성 분석체제는 그림 49와 같

이 MELCOR 코드에서 제공하는 Uncertainty Analysis Engine[Gauntt,2005a;

Gauntt,2005b]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 50은 상기 불확실성 분석 엔진을 이

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MELCOR 기반 불확실성 평가 주요 체제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9. MELCOR 불확실성

분석모듈

MAAP 결과와 비교
(SLOCA-PDS_S179)
MAAP 결과와 비교
(SLOCA-PDS_S179)

그림 50. MELCOR를 이용한 불확실성

분석체제

MELCOR기반 중대사고 현상학적 불확실성 평가체제 구축을 위하여 MELCOR

불확실성 엔진을 기반으로 APR1400 대형냉각재상실사고(LBLOCA)시 노심용융

물-콘크리트 반응(MCCI)으로 인한 원자로공동(Cavity) 반경/축 방향 침식정도

(Radial/Axial erosion depth)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를 수행하였다. 적용된

MELCOR 계산시간은 25시간 (90000초)이고, 출력변수에 해당되는 반경/축 방향

침식정도는 해당 계산시간에서 확보된 최대값으로 선정하였다.

가. 불확실성 변수 선정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APR1400 MCCI 불확실성 분석에 사용될 6개 주요 변수

를 선정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 범위는 표 11에 주어진 바와 같다.

통상 주어진 변수에 대한 확률분포는 실험데이터나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선정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전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모두

[균일확률분포](Uniform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할당하였다.



표 11. 불확실성 분석에 사용된 MELCOR 변수 및 확률분포

xi 변수명
PDF

변수 설명 및 변수 값 선정 근거
Type Range

1 AREA Uniform 72.32~80.36
노심용융물의 퍼짐 면적 (기본:100%)

(전체면적(80.36 m2)의 90-100%)

2 MASS Uniform 134400~192000
노심용융물의 방출량 (기본: 100%)

(방출질량(192,000 kg)의 70-100%)

3 TEMP Uniform 2400~2800
노심용융물의 방출 초기 온도

(기본: 2,616 K)

4 HTRINT Uniform 1.0~20.0
용융물-표면 열전달 증배계수

(기본: 20.0)

5 BOILING Uniform 1.0~3.0
용융물-냉각수 열전달 증배계수

(기본:3.0)

6 HTRSIDE Uniform 1.0~10.0
용융물 내 반경방향 열전달 증배계수

(기본: 10.0)

나. 불확실성 표본추출 (Sampling)

불확실성 변수와 이들에 대한 변수 값의 범위 및 확률분포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가 선정되면 다음으로 주어진 모델(전산코드)의 불확실성

분석에 사용될 N(본 분석에서는 200)개의 입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MELCOR 1.8.6에서 제공되는 불확실성 분석 모듈은 Random sampling만 가능하

므로 본 분석에서는 이에 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래는 MELCOR 불확실성

분석 모듈을 통하여 수행된 Sampling 방법을 관련 MELCOR 입력과 연계하여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1) 노심용융물의 퍼짐 면적 (Area) : MELCOR 입력 CAV.inp CAV01G2의 두

번째 항이 노심용융물 퍼짐 반경을 의미. 따라서 기본 퍼짐면적 80.36m
2
의

90~100%인 72.32~80.36m2에 대한 균등분포로 200 case의 인자를 샘플링한

후 면적을 반경으로 변환하여 200 case 입력에 반영

(2) 노심용융물의 방출량 (Mass) : MCCI 분석시 노심용융물 방출에 대한 입력

은 MELCOR 외부입력파일(Lb-fdibase.inp)을 불러들여서 계산함. 외부입력

파일은 방출시간별 UO2, Zr, Steel, ZrO2, St.Ox, Control rod의 질량과 방출

에너지, 방출온도 등의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본방출질량 192,000kg의

70~100%인 134,400~192,000kg에 대한 균등분포로 200 case의 인자를 샘플링

한 후 방출시간별 UO2, Zr, Steel, ZrO2, St.Ox, Control rod의 기본입력에 대

한 질량비로서 외부입력파일을 재작성



(3) 노심용융물의 방출 초기 온도 (Temp) : 2400~2800K에 대한 균등분포로 200

case의 인자를 샘플링한 후 방출시간별 방출에너지, 방출온도의 기본입력

(2616 K)의 비(Ratio)로서 외부입력파일을 재작성

(4) 용융물-표면 열전달 증배계수 (HTRINT) : MELCOR 입력 CAV.inp

CAV01U5의 세 번째 텀이 응용물-표면 열전달 증배계수를 의미. 1.0~20.0에

대한 균등분포로 200 case의 인자를 샘플링한 후 입력에 반영

(5) 용융물-냉각수 열전달 증배계수 (BOILING) : MELCOR 입력 CAV.inp

CAV01U2의 세 번째 항이 용융물-냉각수 열전달 증배계수를 의미. 1.0~3.0에

대한 균등분포로 200 case의 인자를 샘플링한 후 입력에 반영

(6) 용융물 내 반경방향 열전달 증배계수 (HTRSIDE) : MELCOR 입력

CAV.inp CAV01U6의 세 번째 항이 용융물 내 반경방향 열전달 증배계수를

의미. 1.0~10.0에 대한 균등분포로 200 case의 인자를 샘플링한 후 입력에 반

영

표 12는 상기 불확실성 변수들에 대하여 Sampling 방법을 통하여 추출된 각

변수 값들에 대한 통계량 (평균/표준편차), 그림 51에서 그림 56까지는 본 분석

에 사용된 독립변수 각각의 [균일확률분포]에 대한 누적확률분포(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와 표본 추출된 값들에 대한 CDF 사이의 관계를 보

여주고 있는 데, 대부분의 경우 Sampling 값들이 해당 변수에 대한 [균일확률분

포]를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입력변수 샘플링 결과 (평균/표준편차)

xi 변수명
PDF (Sampled Values)

평균 표준편차

1 AREA 76.2 2.31

2 MASS 1.625E+05 1.661E+04

3 TEMP 2.590E+03 122

4 HTRINT 10.5 5.75

5 BOILING 1.98 0.572

6 HTRSIDE 5.43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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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Sampling 결과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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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ampling 결과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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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Sampling 결과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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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Sampling 결과 (HT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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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Sampling 결과 (Boiling)

PDF: Uniform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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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Sampling 결과 (HTRSIDE)



다. 불확실성 전파 및 계산결과 도출

표 12에 주어진 6가지 불확실성 인자 각각에 대하여 추출된 200 개의 불확실

성 입력생성 다음 단계로 무작위조합(Random combination)을 통하여 MELCOR

MCCI 모델로 전파될 불확실성 입력조합(Random input vector) 생성과정을 거치

게 된다. 다음으로 샘플링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불확실성 입력조합 200개 각각

은 MELCOR MCCI 모델로 전파되어 대응되는 출력변수 Radial 및 Axial

Erosion depth 값들을 생성하게 되는 데 본 분석에서는 MELCOR Hispltm.exe

실행파일을 이용하여 CAV.his 입력에 따른 결과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기

출력변수에 대한 200개 계산결과를 확보하였다. 표 13은 불확실성 분석결과 파악

된 Radial 및 Axial Erosion depth에 대한 주요 통계치, 그림 57은 이들에 대한

누적확률분포(CDF)를 보여주고 있다. 표 13으로부터 Radial Erosion depth의

[5%,95%] 신뢰구간 [0.052, 0.834]은 기본분석(Base case) 값 0.092를, Axial

Erosion depth의 [5%,95%] 신뢰구간 [0.734, 0.955]은 기본분석 값 0.839를 포함

함을 알 수 있다.

표 13. 불확실성 분석결과 (주요 통계치)

출력변수

(Erosion depth)
Min. 5% 50% 95% Max. Mean S.D

Radial (m)

(Base: 0.092)
0.034 0.052 0.250 0.834 1.051 0.334 0.256

Axial (m)

(Base: 0.839)
0.707 0.734 0.836 0.955 1.125 0.840 0.068

불확실성 분석결과 (MC 200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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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dial Erosion Depth (b) Axial Erosion Depth

그림 57. 불확실성 분석결과 (CDF)



xi
1

st
order

RSM
SRC PCC SRCC PRCC

Pearson’s

CC

Spearman’s

Rank CC

0a 0.292 N/A N/A N/A N/A N/A N/A

1 -5.610E-03 -0.05 (5) -0.14 (5) -0.07 (5) -0.29 (5) -0.02 (6) -0.05 (6)

2 4.010E-06 0.26 (2) 0.59 (2) 0.33 (2) 0.81 (2) 0.24 (2) 0.30 (2)

라. 중요도 분석

한편, APR1400 불확실성 평가에 사용된 6개 독립변수(Input variables) 각각이

종속변수(Radial and Axial Erosion depth)에 미치는 영향 또는 기여도를 정량적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도 분석이 수행되었다. 상기 중요도 계산에 사용된 전

산코드는 본 연구과정에서 개발한 PICORR(Program for Importance and

CORRelation Analysis)이다.

표 14와 표 15는 APR1400 불확실성 분석에 사용된 6개 주요 인자에 대한 불

확실성 입력 및 출력을 기반으로 계산된 중요도 척도를 보여준다. 먼저, 표 14에

제시된 Radial erosion depth의 경우 평가된 6개 중요도 척도 모두용융물-표면

열전달 증배계수(HTRINT) 및 노심용융물 방출량(Mass) 순으로 중요도 순위

Rank 1, 2를 각각 보여주는 반면, 중요도 순위 Rank 3과 4에 해당되는 용융물-

냉각수 열전달 증배계수(BOILING) 및 용융물 내 반경방향 열전달 증배계수

(HTRSIDE)에 대해서는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표 15에 제시

된 Axial erosion depth의 경우 평가된 6개 중요도 척도중 SRC/PCC/Pearson

CC의 경우 용융물-표면 열전달 증배계수(HTRINT)에 대하여 중요도 순위 Rank

1을 보여주는 반면, SRRC/PRCC/Spearman Rank CC의 경우 노심용융물 방출량

(Mass)에 대하여 중요도 순위 Rank 1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의 경우 변수 값 자

체에 대한 중요도 척도이고, 후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서열을 기반으로 하는 척

도이므로, 중요도 순위는 변수 값을 기반으로 하는 SRC/PCC/Pearson CC에 우

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Axial erosion

depth에 대한 중요도는 용융물-표면 열전달 증배계수(HTRINT), 노심용융물 방

출량(Mass) 순으로 Rank 1과 2를 부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PR1400 MCCI

모델의 경우 Radial 및 Axial erosion depth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델 변수

(Rank 1, 2)는 용융물-표면 열전달 증배계수(HTRINT)와 노심용융물 방출량

(Mass) 순으로 파악된다.

표 14. 중요도 평가 결과 (Erosion depth: Radial



3 8.606E-05 0.04 (6) 0.11 (6) 0.01 (6) 0.06 (6) 0.07 (5) 0.06 (5)

4 -3.884E-02 -0.87 (1) -0.93 (1) -0.88 (1) -0.97 (1) -0.86 (1) -0.87 (1)

5 -5.251E-02 -0.12 (4) -0.31 (4) -0.19 (3) -0.63 (3) -0.22 (3) -0.29 (3)

6 1.966E-02 0.19 (3) 0.47 (3) 0.16 (4) 0.56 (4) 0.16 (4) 0.13 (4)

R2 0.87 0.87 0.87 (5) 0.94 0.94 N/A N/A

xi
1st order

RSM
SRC PCC SRCC PRCC

Pearson’s

CC

Spearman’s

Rank CC

0a 0.716 N/A N/A N/A N/A N/A N/A

1 -3.156E-03 -0.11 (3) -0.17 (3) -0.15 (3) -0.27 (3) -0.04 (5) -0.08 (5)

2 2.237E-06 0.55 (2) 0.67 (2) 0.65 (1) 0.78 (1) 0.51 (2) 0.61 (1)

3 2.638E-05 0.05 (6) 0.08 (6) 0.05 (6) 0.10 (6) 0.07 (4) 0.09 (4)

4 -6.911E-03 -0.59 (1) -0.69 (1) -0.55 (2) -0.73 (2) -0.57 (1) -0.53 (2)

5 8.313E-03 0.07 (5) 0.11 (5) 0.08 (5) 0.15 (5) -0.01 (6) 0.01 (6)

6 -2.078E-03 -0.08 (4) -0.12 (4) -0.12 (4) -0.22 (4) -0.09 (3) -0.13 (3)

R
2

0.63 0.63 (5) 0.63 (5) 0.73 0.73 N/A N/A

[참고] (․)안의 수는 중요도 Rank

표 15. 중요도 평가 결과 (Erosion depth: Axial)

[참고] (․)안의 수는 중요도 Rank

제 4 절 Level 2 리스크 개념 정립 및 적용성 평가

1. 리스크정보활용 Level 2 리스크 척도

현행 원전 리스크정보활용규제(RIR; Risk-Informed Regulation) 체제의 경우

위험도 척도로써 노심손상빈도(CDF; Core Damage Frequency)와 대량조기 방사

성물질 방출빈도(LERF;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를 이용하고 있으며, 위

험도 정보의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및 원칙을 제시한 Reg. Guide

1.174[USNRC,1988b] 에서도 이들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상기 CDF/LERF는

원자로심의 손상 예방과 격납설비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방출 완화에 관한 원전

성능 목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대량초기누출빈도가 리스크정보활용규

제 및 성능목표 정의시 사용되는 이유는 원전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원전의 3 단

계 PSA 결과인 개별조기위해도(individual risk of early fatality)와 밀접한 연관



이 있기 때문이다.

원전 위험도 척도와 관련하여 노심 손상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동일하게 정의

되어 있는 반면, 대량조기 방사성물질 방출빈도(LERF)의 경우 아직 정의가 불

명확한 관계로 국가별로 다양한 정의[양준언,2009]가 적용되고 있다 (표 16 및 표

17 참조). 예를 들어, LERF의 경우 발생빈도와 더불어 방사성물질 방출 시간과

방출되는 양, 방출 구성물이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각 구성요소의 반영정도

에 있어 각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각

발전소의 IPE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방법으로 대량조기 방사성물질 방출빈도를 도

출해내고 있으며 이를 위험도 정보 규제의 여러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표 16. CDF/LERF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Real applications (alternatives):
§ Any release that occur because of severe accidents that would entail an early cont. failure

(including containment isolation failure & containment bypass conditions)
§ Any release exceeding a specific thresholds in terms of fractional releases and timing

(2.5~3% or more of the volatile/semi-volatile FPs (I-131, Cs-137, Tellurium)
§ Any release of 10% or more of the initial  iodine inventory of iodine due to severe accidents 
§ Any release exceeding a specific threshold activity to the environment
§ A collection of all releases that would result in one or more early fatalities offsite

Unscrubbed containment bypass occurring with core 
damage OR

Unscrubbed containment failure pathway of sufficient 
size to release the contents of the containment (one 
volume change) within 1 hour, which occurs before or 
within 4 hours of vessel breach (VB)

Large = rapid & unscrubbed large release of  
airborne aerosol fission products from the 
containment to the environment 
Early = large offsite radioactive releases befo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off-site 
emergency response & protective actions, 
resulting in the early fatality of more than 1 
person or causing the social effect

LERF

§ Collapsed liquid level below top of active fuel (TAF)
§ Core peak nodal temperature > 1800 F
§ Core exit thermocouple reading > 1200 F
§ Core maximum fuel temperature ~ 2200 F

Uncovery & heatup of the reactor core to the 
point where prolonged clad oxidation & 
severe fuel damage is anticipated.

CDF

Guidelines (PWR)Definitions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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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to release the contents of the containment (one 
volume change) within 1 hour, which occurs befor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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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 = rapid & unscrubbed large release of  
airborne aerosol fission products from the 
containment to the environment 
Early = large offsite radioactive releases befo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off-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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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ing in the early fatality of more than 1 
person or causing the soci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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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국내외에 적용된 원전 성능목표치

[1] Frequency of dose like Cs-137/I-131; [2] EUR : European Utility Requirements

CFF: Japan

1.0E-5/ry

fatality criteria:

USA, UK, Japan

n Large/Small (Early) release frequency (LRF/SRF, LERF), based on
(1) time and magnitudes of ST releases or 
(2) dose such as particular radioactive material like Cs-137/I-131

n Containment failure frequency (CFF), 
based on containment structural integrity

[참고] 성능지표 정의

노심손상 (L1): 대부분 유사

대량방출 (L2): 국가마다 다름

Prompt fatality

Cancer fatality

가동/신규원전: 

Most countries

CDF plus

LERF: USA, IAEA, EUR(2)

LRF[1] : UK, Finland

LRF[1] +SRF: Canada

CFF: Japan

제한치/목표치 공히 적용

(UK, Canada)

LRF(LERF):

1.0E-7/ry ~ 1.0E-5/ry

신규원전 중심:

Finland, EUR

LRF[1] 중심: Sweden목표치 중심: (Target, 
Objective, Guidance) 

(대부분의 국가)

CDF:

1.0E-5/ry ~ 1.0E-4/ry

가동원전 중심: 

IAEA

CDF 중심:

France, Switzerland

제한치 중심: (Limit, 
Mandatory, Requirement) 

(해당 국가 없음)

성능지표 수준대상 원전성능 지표적용 기준

CFF: Japan

1.0E-5/ry

fatality criteria:

USA, UK, Japan

n Large/Small (Early) release frequency (LRF/SRF, LERF), based on
(1) time and magnitudes of ST releases or 
(2) dose such as particular radioactive material like Cs-137/I-131

n Containment failure frequency (CFF), 
based on containment structural integrity

[참고] 성능지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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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EUR

LRF[1] 중심: Sweden목표치 중심: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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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E-5/ry ~ 1.0E-4/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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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F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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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지표 수준대상 원전성능 지표적용 기준



본 연구는 Level 2-Level 3 PSA 연계체제 개발을 통하여 Level 2 리스크 척

도가 Level 방사선원항과 관련된 위해도, 즉 3 리스크 척도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2. Level 2/3 연계 평가체제 개발 및 적용

가. 연구수행 개요

LERF는 대량 조기 방사성물질 방출빈도로 노심이 손상된 후 방사선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줄만한 사고의 발생빈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

하면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방사선 방호계획에 의해 소개되는

데 소개되기 전에 대량으로 방출된 방사선이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 조기사망을

일으키는 사고빈도를 말한다. Reg. Guide 1.174에서는 LERF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LERF는 조기 사망 정량적 목표(Early Fatality QHO)에 대

한 Surrogate[Pratt,2004](어떤 것이 평가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그 효과가 같은

다른 것을 선택하여 평가하는 방법)로서 발전소 인근 주민이 대피하기 전에 대량

으로 방사선이 누출되어 조기사망을 일으키는 방출빈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평가해야 한다. 첫째로 조기사망이 일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두 번째로

는 얼마 동안 주민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방사선 피폭을 입는가에 대한 있

는가에 대한 사항이다. 위와 같은 정보는 발전소의 방사선 비상계획 (몇 시간 만

에 주민을 대피시킬 것인가) 및 대량으로 방사선을 누출시킬만한 격납건물 파손

크기를 가지고 3단계 PSA를 수행하여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Level 3 PSA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결과를 LERF 정량화시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2단계 PSA결과에서 대량의

방사선 방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와 격납 건물이 조기에 파손될 수 있는 사고

를 분류하여 대량조기 방사성물질 방출빈도(LERF)[Pratt,2004; 김명기,2002; 최성

수,2003]를 평가하게 된다.

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조기대량방출빈도(LERF)를 계산하기 위한 정의로서 기존의 PSA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추정 가능하며 통상 3가지 방법 [Pratt,2004; Hanson,1994;

Davis,1997; Sherry,1997]을 사용하고 있다. 1) 조기 격납건물 고장 혹은 격납



건물 우회 시 일어나는 모든 방사성 물질 방출빈도 2) 조기 격납건물 고장

혹은 격납건물 우회 사건 시 관계되는 방사성 물질 방출빈도의 합으로 방사

성 물질 I, Te가 노심 초기 재고량의 2.5%, 3% 이상 방출 사고 (혹은 방사

성 물질 방출 양이 10% 이상인 사고) 3) 발전소 경계 지역에서 조기 사망을

유발 할 수 있는 사고의 방출빈도.

(2) 먼저, Level 3 평가로 파악 가능한 조기 사망와 대량조기 방사성물질 방출빈

도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LERF의 경우 소외 건강 영향인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도를 어떻게 반영하여 평가 할 수 있는지 모델링 한 후에, 평가에 사용

된 계산 과정에 대한 설명과 조기 사망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

였다. 조기 사망 QHO를 LERF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PSA 수행을 통하여 계

산된 발생빈도와 조기 치사율 값을 곱하여 가능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합하

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STCF(Source Term Category Frequency)는 i번째 방사능 물질

방출 빈도이며, Cefi는 i번째 방사능 물질 방출 시 조기 사망에 대한 치사율

이 된다. 조기 사망에 대한 QHO 기준이 개인의 위험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발전소 경계 지역 1마일 안에서 거주하는 인구(P1)로 나눈 개인별 조기 사망

위험도(Cefi/P1)를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상기 식을 기반으로 개인별 조

기 사망 QHO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발전소 경계 지역 1마일 안에서 개인별 초기

치사율은 방사성 핵종이 방출하여 대기확산과 피폭을 통해서 인체가 받게

되는 총 유효 선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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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Hi는 표적기관에 전달된 유효선량(Sv)이 되며 D50은 피폭된 인구

중 절반에서 해당 인체영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선량(Sv)이다. 결과적으로

발전소 경계 지역에서의 개인별 초기 사망 위험도에 대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면 주어지는 초기 선량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선량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위에 필요한 입력 값은 OPR-1000 Level 2 PSA 보고서[KEPCO,1996]와

FSAR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개인 조기 치사율은 각 사고 경위에 따라

서 달라지는 변수가 되고 이 값은 아래 식과 같이 2단계 PSA 정보와 방사

선원의 특징, 부지별 특성 대기 입력 값에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σy, σz는 종축 횡축 확산 계수를 의미하고, λl은 방사선 물질의 방출

분율을 의미하며, C0는 초기의 방사성 핵종의 양을 의미하고, t0는 피폭 기

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치사 위험도에 중요한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 이는 LERF를 적절하게 정의함으로 발전소 운전과 설계 및 위험도 정보

를 활용한 규제 및 적용에 중요하다.

(3) 다음으로, 상기 대량조기 방사성물질 방출빈도(LERF)-3단계 PSA 연계체제

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MACCS2 코드[Chanin,1997]를 사용하여 개인별

평균 조기 사망 위험도에 대한 방출 분율과 피폭 시간, 대기 확산 변수에 대

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계산결과를 그래프를 통해 제시하였다.

Condition Candidate source terms LERF

ECF+

Bypass

STC3+STC4+STC14+STC16+ 

STC17+STC18+STC19
6.43x10-7

>2.5%  

I/Te(MAAP)

STC4+STC14+STC17+

STC18+STC19
6.16x10

-7

>2.5% I/Te

(MELCOR)

STC3+STC4+ 

STC14+STC16+STC17
1.14x10-7

EF(MAAP)
STC3+STC4+STC14+STC15+ 

STC16+STC17+STC19
9.69x10

-7

EF(MELCO

R)

STC3+STC4+STC14+STC15+ 

STC16+STC17
4.42x10-7

표 18. OPR-1000 LERF 추정치 그림 58. 개인별 조기사망 위험도

(4) 표 18 및 그림 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OPR-1000 분석결과, Level 2 PSA 빈



도와 MELCOR 입력 값을 이용한 경우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되었고, MAAP

방출분율과 방출시간을 이용한 경우 가장 큰 값을 보여준다. 상기 2가지 경

우 모두 이미 NRC에서 보건 목표로 제시된 값을 만족하며 발전소 운전 목

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개인별 평균 조기 사망 위험도는 발전소 인근의 어떤 특정한 한 개인에 대한

평균적인 확률을 계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각 개인에 대한 소개

조치가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경우 상기 척도는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선

량에 비례하여 방출된 방사선원항으로 다음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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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을 통하여 방사선원항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유발하는 관련 핵종과

이들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상기 방법을 적용한 결과(그림 59 참

조) 조기 사망에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I와 Te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핵

종에 대한 초기 노심 재고량에 대한 값과 각 핵종이 가지는 방출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살펴본 결과 La, Ba, Sr, Ru의 방출량이 많을 때는 조기 사망

에 큰 영향을 주지만 OPR-1000의 경우 실제 방출되는 분율이 1∼3% 이내

이므로 조기 사망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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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다양한 핵종에 대한 조기 사망의 영향 (OPR-1000)

(6) 소외리스크 평가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자는 대기 상태이며, 대기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 보수적으로 안정한 대기를 가정해서 초기 치사

율을 계산하는 것이 LERF에 대한 보수성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방출 시간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발전소의

소개 조치, 비상 대응 전략과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출기간’이 조기 사망 결

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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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조기사망의 방출시간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7) MACCS2 계산 결과로 제시되는 불확실성 분석 결과를 도입함으로써 본 연

구 방법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 현재 가동 중 원전에 대한 대량조기 방사

성물질 방출빈도(LERF)의 토대가 되는 정의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림 61. Crystal Ball을 이용한 Monte Carlo 불확실성 분석

불확실성 분석은 몬테칼로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Crystal Ball V.

4.0[Decisioneering,2005]을 사용하여 수행되었고(그림 61 참조), 입력 값에 대한



불확실성에 관한 분포는 NUREG/CR-4214[Evans,1990a; Evans,1990b] 등에서

사용된 정규분포와 균일분포를 활용하였으며, 불확실성 분석 결과로 조기 치사

에 관한 확률 값이 제시하였다. 그림 62는 10,000번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실

행하여 각 계산 값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는 데, 방출 분율이

50%일때 조기 치사의 평균값은 0.617이며 이에 대한 95%의 값은 2.01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계산결과 방출 분율이 대략 20-30%정도일 때 95%안에서

한 사람의 조기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범위 내에서 방출 분율을 규정

하는 것이 LERF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62. 불확실성 평가결과 조기사망에 대한 빈도

(8) 그림 63은 위에서 제시한 개인별 평균 조기 사망 위험도에 대한 식을 통해서

계산한 Iodine 방출 분율에 따른 조기 사망에 대한 계산 결과와 MACCS2

실행 결과를 보여준다. 참고로, MACCS2 코드는 사고 후 경과된 시간에 따

라 사고단계를 비상단계, 중기단계 및 말기단계로 구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방사능구름 피폭경로 비상계획구역에서 주요 방사선피폭이 발생될 수 있는

비상단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비상단계에서의 주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은

방사능 구름, 지표면 오염, 호흡으로 인한 내부 피폭 및 피부오염에 의해서

발생된다. 방사성물질 방출기간은 조기 사망과 연관이 있는 4 hr로 가정하였

으며, 방사선영향평가는 방출 분율에 따른 전신피폭선량 및 조기사망 발생확

률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상기 두 가지 경우 모두 WEIBULL 분포의 형태로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조기 사망에 대한 값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3 오른



쪽은 MACCS2 코드 수행 시에 나타나는 불확실성 분석 결과로 95% 값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큰 범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본 방법론의 계산 결과가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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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Iodine 방출 분율에 따른 조기 사망 위험도

다. LERF-소외리스크간 연계성 평가

(1) 현재 2단계 PSA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LERF를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로

인해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결말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평가한

결과 (그림 64 참조), 현재 LERF의 기준인 2단계 PSA에 근거하여 정의한 것

과 3단계 PSA 결과를 반영하여 재 정의한 것과는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로부터 LERF에 대한 새로운 결정기준이 요구되었으

며, 본 방법론을 이용하여 초기 사망 위험도를 반영한 LERF를 다시 정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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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LERF-IERF(조기사망율) 연계척도

(2) 본 연구에서 고려된 LERF를 정의하는 기준이 소외 건강 영향 평가 관점임

을 감안할 때, 조기사망을 일으키는 방사선 물질의 방출 분율과 방출 시간이



개인의 조기 치사를 일으키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로 판단된다. 현재

의 LERF를 2단계 PSA 결과만을 사용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원전 주변 주민

의 조기 치사 위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며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LERF 기준을 소외 건강 영향 평가 결과인 조기 사망 위험도

를 반영할 수 있는 방출분율과 방출시간에 대한 기준으로 확대하고 각 발전

소의 대기 확산과 인구, 주민 피폭 선량을 포함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계산결과

[KangKM,2008a; KangKM,2008b; KangKM,2009a; KangKM,2009b; 제무

성,2009]는 이러한 LERF의 토대가 되는 요소들을 판단하는데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본 연구의 중간과정에서 수행된 소외 건강 영향 평가에 있어서 대기 확산 모

델과 인체 내 피폭과정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불확실성 분석

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 값에 대한 분포를 필요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국내 연구 자료가 거의 없어 외국의 자료를 통해 분석되었다. 인체에 대

한 내부 피폭 및 외부 피폭은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많이 변화되는 값이므로

이러한 인체 내 선량 평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도입하는 연구를 통해 본 연구

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방사선원의 각 방출 핵종과 피폭

경로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외부 피폭으로 인한 적색골

수의 피폭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으나, 이들 외에 다른

피폭 경로에 대한 인근 주민의 조기 사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3. 피폭선량 기반 리스크 척도 SiRD 개발

가. 연구수행 개요

최근 리스크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유지 및 보수의 화두로 등장하면

서 정성적인 안전 목표를 정량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리스크는 사

고경위로 인한 사고결말과 해당 사고의 발생 빈도의 곱으로 정의되지만, 발전소

의 실제적인 안전성 평가 방안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척도로는 조기 및 후기 사

망가능성 (Early & late fatality), 장기적인 주민 소개가 필요할 정도의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는 사고의 빈도, 조기대량방출빈도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노심손상빈도 (Core Damage Frequency), 주민 피폭선량 기준치



이상을 초래하는 사고 빈도, 방출 방사능 기준을 넘는 사고의 빈도, 또는 Cs-137

의 대량 방출 빈도 등이 있다.

현재 발전소 안전성 평가를 위해 노심손상빈도 (CDF)와 조기대량방출빈도

(LERF)가 개별 발전소에서의 리스크 판단 도구로 널리 사용된다. 이 두 척도는

1단계 PSA를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변수로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이러한 척도들은 정의에서 보듯이 노심손상과 조기대량방출을 초래하는 사

고의 빈도로만 구성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스크 척도로는 한계가 있다.

즉, 사고로 인해 주민이 받는 피폭선량이나 혹은 이로 인한 조기 및 후기 사망가

능성 등은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사고경위별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3단계 PSA 혹은 이와 동

등한 상세한 방법론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소요되어 현실

적인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빈도 위주의 척

도 대신에 사고 빈도와 해당 사고로 인한 주민의 피폭선량을 조합한, 피폭선량

기반 리스크 척도인 SiRD (Simplified Risk Measure based on Dose)를 제안하

였다. 이 척도는 중대사고에 대한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수행되는 2단계

PSA 결과로부터 얻어지며, CDF나 LERF를 대신하여 발전소에서의 리스크 평가

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발전소 개선에 따른 리스크 향상 효과를 ΔSiRD를 이

용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현 분석에서는 제한구역경계 (EAB)에서

Xe-133이나 I-131, Cs-137에 의한 전신피폭선량과 I-131, Cs-137, Te-132 등에

의한 갑상선선 피폭선량을 고려하였다.

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 계산

발전소에서 중대사고 야기되는 여러 영향 중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는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생물학적 영향 (Biological effect)을 꼽을 수 있으며, 피폭 주민 수

와 피폭 선량이 심각성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피폭선량 (Dose)은 핵

분열생성물의 방출량, 방출 핵종의 특성, 기후 조건, 피폭 기간, 그리고 핵분열생

성물 방출기간 동안의 핵종과 주민과의 기하학적 접촉 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핵분열생성물은 사고 시 기체나 에어로졸 형태로 방출되며, 방출 형태에 상관

없이 다음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준다: 1) 부유 구름에 의한 외부

피폭 (Cloud dose, Dc), 2)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 (Inhalation dose, Di), 3) 지표



면에 침적된 핵종에 의한 외부 피폭 (Ground dose, Dg), 그리고 4) 핵종에 의해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한 내부 피폭 (Food pathway dose). 이러한 피폭선량들

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피포기간과 피폭량, 그리고 반감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임의의 핵종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피폭선량은 앞서 언급된 4가지 경로 중 섭

취로 인한 피폭선량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T = Dc + Di + Dg

피폭운과 지표면에 침적된 핵종에 의한 선량이 일정하고 무한하게 퍼져있다고

가정하여 초기량을 예상한 후 실제 핵종의 분포 상황에 따라 수정함으로써 핵종

의 방출 특성과 기후 조건에 의거한 거리 효과를 반영할 수 있다. 본 모델에서는

간편한 계산을 위해 감마선에 의한 전신 피폭선량과 호흡에 의한 갑상선 피폭선

량을 고려하였다. 방사능운에 의한 전신 (및 피부) 피폭선량 계산과 방사능 요오

드의 호흡으로 인한 갑상선량 계산에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 방사능 누출은 배출지점에 무관하게 지표면 방출로 간주

○ 피폭인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에서 권고한 표준인으로 한다

○ 방사능운이 제한구역경계 및 저인구지역 외곽경계로 이동하는 동안 방사성붕

괴와 지표면 침적에 의한 방사능 감쇠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감마선에 의한 전신 개인전신 피폭선량

   

 ×

여기서

 : 개인 전신 선량 (whole-body dose), mSv

 : 해당시간동안의 제한구역경계 및 저인구지역에서의 대기확산인자,

(Site dispersion factor), sec/m3

  : 방사성핵종 의 전신선량 환산인자 (Whole-body dose conversion

factor), mSv-m3/TBq-sec

 : 해당시간동안 방사성핵종 의 방사능 방출량 (Total activity), TBq

(나) 방사성 요오드의 호흡에 의한 갑상선선량

   ××

  ×

여기서



 : 갑상선 선량 (Thyroid inhalation dose), mSv

 : 호흡률 (Breathing rate), m3/sec

   : 방사성핵종 의 갑상선선량 환산인자 (Thyroid dose conversion

factor), mSv/TBq-inhaled

(2) 피폭선량 기반 리스크 척도 정의

리스크는 사고 결말 (Consequence)에 사고빈도 (Frequency)를 곱한 값으로 정

의되며, SiRD는 사고 결말 요소로 피폭선량을 선정하였다. 즉, 노심손상을 초래

하는 초기사건의 빈도와 각 사고경위별로 방출되는 핵종이 인체에 미치는 피폭

선량의 곱으로 표현되며 단위는 mSv/yr이다:

 














·

여기서 i는 사고경위, j는 방출 핵종, 그리고 k는 전신 피폭선량이나 갑상선 피

폭선량을 나타낸다. 또한 SiRD는 격납건물 손상에 따른 핵분열생성물 방출 시

점에 따라 다음처럼 조기 방출과 후기 방출로 구분될 수 있다:

  

 




 






본 모델에서 고려되는 전신 및 갑상선 피폭선량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핵종

으로는 MACCS2 전산코드에서 사용되는 핵종으로, 여기에는 설계기준사고 평가

되는 Xe-133과 I-131뿐 아니라 중대사고 영역까지 확장된 Cs-137, Te-132,

Ru-106, La-140, Zr-95, Nb-95, 그리고 Ce-143 등이 포함된다. 그 결과 초기사

건 i로 인한 피폭선량 기준 리스크 척도인 SiRDi는 다음처럼 표현된다:

  




····

여기서 는 해당시간동안 사고경위 i에서의 방사성핵종 j의 방사능 방출량

이고, 나머지는 앞에서 소개된 변수와 동일하다. 발전소에서의 전체 리스크는 사

고경위별로, 격납건물 파손 형태별로, 혹은 방사선원항 방출 그룹별 등으로 누적

되어 평가될 수 있다. 그림 65는 SiRDi를 계산하기 위한 흐름도를 보여준다.



그림 65. SiRD 계산 흐름도

여기서 는 해당시간동안 사고경위 i에서의 방사성핵종 j의 방사능 방출량

이고, 나머지는 앞에서 소개된 변수와 동일하다. 발전소에서의 전체 리스크는 사

고경위별로, 격납건물 파손 형태별로, 혹은 방사선원항 방출 그룹별 등으로 누적

되어 평가될 수 있다. 그림 65는 SiRDi를 계산하기 위한 흐름도를 보여준다.

(3) SiRD를 이용한 발전소 리스크 평가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표준형 원전인 OPR-1000과 CANDU 원전인 월성 1호기

를 대상으로, 각 원전에서의 SiRD를 계산하여 값을 비교함으로써 발전소 별 리

스크를 평가하였다[KDH,2009a; KDH,2009b]. 각 발전소에 대한 초기 노심 재고

량, 방출군 특성, 그리고 방출 분율은 참고문헌[김태운,2004]의 값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OPR-1000[KEPCO,1996]과 월성 1호기에서의 피폭선량[KEPCO,2001]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전 변수 값들은 표 19에 정리하였다.

표 19의 값들과 울진 및 월성 원전에서의 방사선원항 방출그룹 (STC) 특성 자

료로부터 계산된 SiRD 값은 표 20와 표 21에 각각 정리되어 있다. OPR-1000에

서의 리스크 지수 (SiRD)는 22.6 mSv/yr이고, 리스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STC는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 (SGTR)로 대표되는 STC 19이다. 비록

노심손상 사고빈도 기여도는 약 2%에 불과하지만 발생 리스크는 18.1 mSv/yr로

발전소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STC 3과 STC 14도 조기파손 방출군으로

각각의 SiRD 지수는 2.1 mSv/yr와 1.5 mSv/yr로, STC 9보다 사고빈도가 낮아

지수 값이 낮게 평가되었다. 후기파손에 해당하는 방출군인 STC 6의 SiRD는



0.55 mSv/yr로 후기파손 방출군 중에는 가장 크지만, 조기파손인 STC 19에 비

하면 약 1/30에 해당한다. 비록 STC 6과 STC 8, 그리고 STC 9의 사고발생빈

도는 ~10-6/yr로 서로 유사하지만 SGTR의 STC 9의 리스크가 높은 이유는 격납

건물을 우회하여 대기로 대량의 방사능이 방출되는 격납건물 조기파손이기 때문

이다.

표 19. SiRD계산을 위한 사용변수 정의 및 사용 값

인자 정의 OPR-1000 월성1호기

 at EAB 대기확산인자 (sec/m3) 1.963x10-4 2.22x10-4

KWB (Xe133)
Xe133 전신피폭선량 환산인자

(mSv-m3/TBq-s)
1.551

KWB (I131)
I131 전신피폭선량 환산인자

(mSv-m3/TBq-s)
16.67

KTH (I131)
I131 갑상선피폭선량 환산인자

(mSv/TBq)
2.9 x 108

KWB (Cs137)
Cs137 전신피폭선량 환산인자

(mSv-m3/TBq-s)
25.26

KTH (Cs137)
Cs137 갑상선피폭선량 환산인자

(mSv/TBq)
7.9 x 106

KTH (Te132)
Te132 갑상선피폭선량 환산인자

(mSv/TBq)
5.3 x 107

BR 호흡률 (m3/sec) 3.47 x 10-4

월성 1호기의 SiRD 값은 약 1.2 mSv/yr이고, 조기파손 (이 경우 역시 SGTR)

으로 구분되는 STC 8과 9가 각각 0.55 및 0.35 mSv/yr로 전체의 약 75%를 차

지한다. 월성 고유의 격납건물 파손 특성인 최후기파손 (사고발생 후 약 44시

간 이후에 격납건물이 손상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칼란드리아가 먼저 손상되면

서 발생)에 속하는 STC 6의 SiRD가 0.17 mSv/yr이고, 격리실패로 대표되는

STC 7은 초기 발생빈도가 낮아 리스크 지수는 0.12 mSv/yr로 평가되었다. 월성

1호기에서의 리스크 (SiRD 지수)가 OPR-1000에 비해 약 1/19로 평가돠는 이유

는 지형적 차이보다는 (외부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대기확산을 예측하는 대

기확산인자는 월성이 약 13% 큼) 초기 노심손상사고 빈도와 방사능 핵종의 방출

량이 작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0. OPR-1000 주요 STC에 대하여 평가된 선원항 방출량 및 SiRD 값

STC
Freq.

(1/yr)

Xe-133

(TBq)

I-131

(TBq)

Cs-137

(TBq)

Te-132

(TBq)

SiRD

(mSv/yr)
파손형태

3 1.71×10-7 4.2×106

(95%)

3.0×105

(13%)

3.8×105

(13%)

1.8×106

(49%)
2.1 조기파손

4 5.39×10-8 4.4×106 7.0×104 1.1×105 3.7×105 0.15 조기파손

6 1.71×10-6 4.2×106 5.6×103 5.2×103 5.9×104 0.55 후기파손

8 1.60×10-6 4.2×106 4.1×103 6.7×103 9.3×103 0.19 후기파손

14 3.22×10-8 4.2×106 2.2×106 2.8×106 5.2×105 1.5 조기파손

19 1.43×10-6 4.2×106 3.0×105 3.8×105 1.8×106 18.1 SGTR

Sum 22.6

표 21. 월성 1호기 주요 STC에 대하여 평가된 선원항 방출량 및 SiRD 값

STC
Freq.

(1/yr)

Xe-133

(TBq)

I-131

(TBq)

Cs-137

(TBq)

Te-132

(TBq)

SiRD

(mSv/yr)
파손형태

6 3.0×10-7 4.1×10
6

(71%)

2.3×10
4

(0.75%)

1.9×10
3

(0.7%)

1.6×10
4

(0.33%)
0.17 최후기

7 3.6×10-8 4.6×106 1.5×105 1.3×104 1.5×104 0.12 격리실패

8 6.9×10-7 5.5×10
6

(96%)

3.6×10
4

(1.2%)

3.3×10
3

(1.3%)

2.0×10
4

(0.42%)
0.55

SGTR with

crash

cooldown

9 1.1×10
-7

2.6×10
5

1.5×10
5

1.3×10
4

1.7×10
4

0.35

SGTR w/o

crash

cooldown

Sum 1.2

(4) SiRD 활용 가능성 및 향후 연구방향

방사선원항 누출 사고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초기사건

발생빈도와 더불어 방사선원항 피폭에 의한 리스크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SiRD는 피폭선량에 기반하여 리스크 척도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발전소 안전성

평가를 위한 대표사고 선정이나 SAMG/RIM 적용 시 우선 순위 결정, 발전소 취

약점 도출 및 대처방안 제시와 같은 분야에서 SiRD 지수와 같은 리스크 척도

의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SiRD 지수는 복잡한 3단계 PSA 분석 없이 간단한

수식으로 예측이 가능하여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2단계 PSA에 사용하는 코드에 따라 방출 핵종도 정해지므로, 해당

핵종 방출량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즉 MAAP이나 ISAAC은 12 혹은

13가지 대표 핵종에 대해 질량을 추적하며 그룹 2에 CsI가, 그룹 6에는 CsOH,

그리고 불활성기체가 그룹 1로 정의되어 있어, 코드의 출력으로부터 바로 I-131

의 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MELCOR 전산코드는 50여개의 핵종에 대해

방출량을 추적하며 여기에는 I-131, I-133 그리고 Xe-133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MAAP이나 ISAAC의 계산 결과로부터 I-131과 Xe-133의 등가질량을 구

하기 위한 방법론이 추가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제 5 절 최적 사고관리 수행기술 및 지원시스템 개발

현재 원전의 중대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종류의 중대사고관리

지침서(SAMG)[EPRI,1993; WOG,1994; CEOG,1995; KAERI,1988]가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 지침서에는 현재 발전소 증상을 기반으로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고의 진단/예측/조치평가 등 발전소 성능 및 사고

시나리오 전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사고관리를 담당

해야할 방사능방호 기술지원 본부의 요원이나 비상기술지원실 (TSC) 요원들이 급박하

고 긴장된 순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큰 어려움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고의 진단/예측/조치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매우 효과적인 사고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원전 중대사고

는 매우 큰 재난이지만 발생 가능성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사고 완화를 담당해야 할 TSC

요원이 평상시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적고 관심도 또한 크지 않으며 사고관리 경험이 축적

되어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사고 대처에 미숙할 수밖에 없으며 중대사

고 전문가의 기술지원이 필수적이나 시간적으로 현장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대사고 전문가 역시 체계화된 정보나 시스템 없이 경험과 기본 지식으로 대처하

는 데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국내에는 원전 사고에 대비한 조직과 시스템 (국가 방사능방재 대책)이잘갖추어져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그 일부로 규제기관에 방사능방호 기술지원 본부가 구성되고

기술지원을 위한 도구로 AtomCARE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각 원전과 실시간

으로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유사시 많은 중대사고 전문가 들이 기술지원을 할 수 있지

만 이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사고진단/예측/조치평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적인 도구는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사고관리 의사결



정에 필요한 리스크/성능 정보가 포함되고 불확실성이 저감된 고품질 정보 DB,

정보 변별력 및 가공도 (사용자에게 다양한 필요정보를 입체적 제공)가 향상된

추론 엔진, 및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MAAP 엔진 시뮬레이터, 및 계측기를 통한

On-line 사고증상 정보 등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최적 사고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사고관리 지원체제 (SAMEX: Severe

Accident Management Support EXpert)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1.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SAMEX 체제구축

가. 사고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현황

국제적으로 원전 중대사고 시 사고 진단 또는 예측기능을 수행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위

한 시스템개발을 시도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을 들 수 있지만 개발자들이 공개한 기술내용

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개된 내용을 근거

로 판단할 경우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SAMEX 가 체계적으로 분석된 방대한 양의

DB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민감도 분석 및 불확실성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2에는 국외에서

개발된 여러 종류의 중대사고 관리 지원시스템 SAMOS[Vayssier,2006],

SAMSON[Doremus,1993], ADAM[Zavisca,2002], OSSA[Bouteille,2005] 및 국내

SAMEX에 대한 현황을 비교하였다.

SAMOS(Computerized Severe Accident Management Operator Support)의 경우 OECD

Halden Reactor Project 의 일환으로 개발된 CAMS 시스템, Westighouse Owners Group

SAMG, 및 MAAP 4에 기반한 시뮬레이터를 요소기술로 활용하여 VVER 원전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Logic diagram에 의한 진단기능과 MAAP 반복계산에 의한 예측 기능을 가짐. 참여

국가는 스페인, 노르웨이, 벨기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및 네덜란드 등이다.

SAMSON(Severe Accident Management System Online Network)은 발전소의 온라인 정보

를 모니터링하여 노심손상, 노심 하부지지대 파손, 원자로 파손, 및 격납건물 파손 시간을 예

측하는 시스템이다. 예측기능을 위하여 각 사고 종류에 대한 Neural Network들을 포함하고

있고 사고를 인식하기 위해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을 도입하였다. Neural Network

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MAAP 코드의 계산결과를 활용하였다. ADAM의 경우 사고관리 적용

을 위하여 원전 On-line 정보뿐만 아니라 중대사고 코드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생

성된 정보를 적용하여 사고관리 및 훈련에 이용하고 있으며 크게 GUI 모듈(PI),

On-line diagnostics 모듈(ADAM-D), SAM모듈(ADAM-A)로 구성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EPR OSSA의 경우 유럽 EPR 대상으로 최근 시도되고 있는 원전 사

고관리 체제이다.

나. SAMEX의 구성, 연계 및 활용방안

그림 66은 SAMEX의 구성요소와 연계 및 활용방안을 도식화하여 보여주고 있

다. 그림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AMEX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RI-SARD (Risk-Informed SARDB Management System), (2) SARDB (Severe

Accident Risk Data Base), (3) SAMS (Severe Accident Management

Simulator), (4) On-line SAMG (On-line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SAMEX는 원전의 사고가 노심이 손상되는 사고로 진행되는 경우, 즉 사고관리 지침서가

활용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이전이라도 사고 진행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

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국가 방사능방재 대책 수립을 위한 방사능방호 기술지원

본부, 또는 발전소 현장의 기술지원 센터 (Technical Support Center, TSC)에서 유사 시 및

훈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원전 중대사고 시 TSC에서는 중대사고관리 지침서

(SAMG)에 따라 사고완화 전략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완화전략의 역할은 현재 상황에서 필

요한 계통이나 위치에 냉각수를 공급하거나 온도, 압력, 수소농도 및 핵분열 생성물 등을 제

어하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앞으로의 사고 진행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수단으로써 SAMEX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 방사능방재 대책 수립을 위한 방사능방호 기술지원 본부의

AtomCARE system은 각 발전소로부터 약 200여개의 안전변수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약 30

초 간격으로 취합하고 있으며, SAMEX의 구성요소인 RI-SARD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사고 진행을 예측하는 기능을 갖고자 하는 것이며 SAMEX 각

구성요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 개별 발전소에 대하여 기 수행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SA)에는 원전에서 발생 가

능한 중대사고 시나리오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다. SARDB는 이들 시나리오의 99%

이상 (발생확룰 기준)을 포함하는 수 백개의 사고경위를 중대사고 종합 해석코드로 분석

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탑재하게 되며 각 시나리오 해석결과는 약 800개의

변수에 대한 72시간 예측정보 들이 포함된다. SARDB에는 PSA의 분석결과로부터 직접

도출된 사고를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각 기본 시나리오에 대하여 사고 초기조건 및 기기/

계통의 운전조건에 따른 민감도 분석, 중대사고 현상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을 고려한 불

확실성 분석 결과도 포함될 수 있다.



(2) RiSARD는 발전소의 실시간 안전변수정보와 SARDB의 해석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상황

을 진단하거나 사고진행을 예측하는 DB 관리시스템이며, 증상기반 (Symotom-base) 또는

시나리오 기반(Scenario-base) 진단/예측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사고와 현상의 다양성

을 고려한 민감도 분석 결과와 불확실성 평가 결과도 제공할 수 있다.

(3) SARDB에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이 시나리오들에 대한 방대한 양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 중대사고는 그 특성상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SARDB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도 있을 수 있다.

SAMS는 중대사고 종합해석코드를 엔진으로 내장하는 사고관리용 시뮬레이터이며 이와

같이 SARDB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를 모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SAMS는 SARDB에서

분석한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입력자료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긴박한 상황

에서도 신속하게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On-line SAMG에서는 발전소 TSC에서 사용하는 SAMG를 On-line 상에서 구현하고 완

화전략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들을 반영한 결과를 SAMS를 통하여 확인하는 등 자동화 및

전산화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림 66. 최적 사고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SAMEX) 구성요소 및 연계



표 22. 국내외 중대사고 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현황

비교항목
SAMOS

(Severe Accident Management 
Operator Support)

SAMSON
(Severe Accident Management 

System Online Network)
ADAM

(Accident Diagnostic, Analysis and 
Management)

SAMEX
(Severe Accident 

Management EXpert System)
사용정보 Process parameter by Plant 

Process Computer
Process parameter by Plant 
Process Computer

Plant data supplemented by 
computer simulation

주요 중대사고 해석코드 변수
AtomCARE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Plant Online 안전변수

주요기능
신호 타당성 검증
주요 기인사고 판별
주요 사고 Event, 발전소변수 
거동, 및 방사선원항 방출 예측

LOCA, SGTR 예측 
주요 Event 발생시간 예측

On-line application to accident 
diagnostics, accident simulation and 
SAM applications and training

PRA기반 기인사고(PDS) 진단
원전 주요 안전변수 거동 예측
방사선원 방출 및 거동 예측
민감도 분석결과 반영

수행방법 사고진단 논리도 및 
MAAP 코드 모의

현재 발전소 상태를 고려한 
Rule-based Expert System 
(Training Data: MAAP이용)

단순 node fast-run 모델 활용, 
결정론적 /규칙논리 구조 활용 
증상기반 진단, 사고 시뮬레이션 DB

중대사고 해석 DB, 
중대사고 사고진행 시뮬레이터, 
변수/계통 민감도 분석 반영
AI 기반 LOCA/SGTR 진단

요소모듈
CAMS
WOG SAMG
MAAP 4 Engine 

SAMSON's Expert System
GUI 모듈 (PI), On-line diagnostics 
모듈 (ADAM-D), 
SAM모듈(ADAM-A)

RI-SARD, SARDB
SAMS, On-line SAMG(KSNP)

예측정보 
시나리오 LOCAs, SGTR, SBO, LOFW등 LOCA (of various sizes and 

locations), SGTR 
LOCAs (of various sizes and 
locations), transients, SGTR

PRA 기반 발전소 손상 
사고시나리오

운영체제 PC Window UNIX PC Window PC Window

활용대상
Plant Operator,
ERO(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

TSC(Technical Support 
Center), EOF(Emergency 
Operations Facilities)

훈련용 Emergency planing 시나리오 
개발, SAM 척도 포함 가고경위 
개발 및 분석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KINS) 
TSC (Plant site)

개발기관  NSC-Netherland (EU) ARD Co. (USA) ERI (Switzerland) KAERI (Korea)
개발단계 기능설계 완료 (2005)

원전 적용기술 개발 단계 개발완료(1981) 개발완료(1997~) 방법론 개발완료 및 일부 요소기술 
개발단계 (2005~)

대상원전 Krsko, Slovenia Zion, USA ADAM-Beznau 등 OPR-1000, Korea
[참고] 기타 중대사고 관리 수행체제: AREVA-OSSA (Optimized Approach to Severe Accident Management)



2. 사고관리 진단/예측 시스템 RiSARD 1.0 개발

가. 연구수행 개요

원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를 통하여

파악된 다양한 사고경위에 대한 확률론적 정보와 이들에 대한 중대사고 현상학

적 해석 결과들은 중대사고 완화전략 또는 사고 회복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시 중

요한 기술적 배경을 제공한다. 그동안 원전 안전성 평가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안

전성 평가에 사용된 이들 확률론적 및 현상학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 발전

소 특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가령, 원전 특징적인 중대사고 관리

(SAM, Severe Accident Management)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확률론적 및

현상학적 정보나 특정 사고경위에 대한 중대사고 해석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는

방식은 중대사고 위해도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수단을 제

공할 수 있다.

상기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기존 2 단계 PSA 결과 및 이

에 수반되는 주요 사고 경위에 대하여 발전소 특징적인 중대사고 위해도 해석결

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중대사고 위해도 정보관리 및 사고 진단을 목

적으로 지난 2차 중장기연구를 통하여 MAAP 코드 해석결과 DB를 기반으로 하

는 중대사고 위해도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SARD 버전 1.0[AKI,2002;

안광일,2003] 및 이를 보완한 SARD 2.0[안광일,2004; AKI,2005; CY,2008]을 개발

한 바 있다. 아래 내용은 3차 중장기 1단계 연구를 통하여 (1) 사고관리에 요구

되는 사고 진단과 예측 기능의 추가적인 보완과 사고 진행에 따른 주요 사건의

발생이력을 추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2) MAAP DB와 동일 한 방식으

로 MELCOR DB를 사고 진단 및 예측 시 연계활용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RiSARD 1.0[AKI,2008; AKI,2009]의 주요 특징을 기술한다.

나. 세부 연구수행 내용

RiSARD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원전 확률론적 사고경위 정보와 연계된 중

대사고 해석결과 DB의 관리 및 이를 기반으로 사고 진단/예측 기능이 추가된 사



고관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의 하나로, Level 2 리스크정보와 연계된 중대사

고 코드해석결과를 DB화하고, 이를 사고 진단/예측 및 중대사고 관리전략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사고관리 지원이 가능한 모듈로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그림 67은 RiSARD 기본개념 및 수행체제를 보여준다.

그림 67. RiSARD 기본개념 및 수행체제

상기 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RiSARD는 중대사고 위해도를 특징짓는 여러 종

류의 데이터를 관리 대상으로 하며, 주요 관리 정보로는 (a) 중대사고 초기 사고

경위 정보 (발전소 안전계통의 가용여부 및 발생빈도), (b) 중대사고 해석정보

(주요 변수에 대한 현상학적 거동), (c) 중대사고 진행과정에 따른 발전소 및 격

납건물 반응정보 (주요 계통의 작동 설정치 도달시간 및 주요 현상 발생시점 및

크기 등), (d) 주요 발전소 반응변수에 대한 민감도 또는 불확실성 분석정보 (중

대사고 코드 변수별, 안전계통 가용조건별 민감도 또는 불확실성 분석결과), 그리

고 (e)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주요 정보 (사고완화 계통 작동 및 운전원 조치효

과 등) 등이 있다. 상기 모든 데이터는 대상 발전소 및 중대사고 코드별로 작성

되고 관리된다. 예를 들면, 중대사고 초기 사고경위 정보는 특정 발전소별로 분

류되며, 중대사고 해석결과 및 발전소 반응정보는 대상 발전소의 특정 사고경위

별로 작성되고 관리된다. 상기 모듈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차 중장

기 1단계 연구를 통하여 RiSARD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하였다.

(1) 사용자 편의성 보강을 통한 사고진단((사고초기 안전계통 기능상태) 및 예측

모듈 (진단된 사고경위에 대하여 향후 전개될 사고진행/거동 예측) 구현



(RiSARD 기본 수행체제).

(2) 증상기반 발전소상태 진단시 검색조건 다양화 및 예제를 통한 검증

○ 구현된 검색변수 Time Window: (Hour, Minute, Second)의 선택적 사용

○ 구현된 검색변수 증상치(Bound): (Absolute, Percent) 값들의 선택적 사용

(3) 발전소 사고시 주요 구조물 성능관련 사건 발생이력 및 발생시간 예측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을 개발함 (그림 68 참조). 구현된 주요 사건은 노심손상. 노심

지지대 파손, 유도 RCS & SG파손 (5개 파손모드), 원자로용기 파손 (5개 파

손모드), 격납건물 파손 (2개 파손모드) 등임.

Water level in RPV

RPV LH Creep 
at 37355 sec.

Core uncover 
at 19876 sec.

No induced creep 
failure

RCS HL: unbroken RCS HL: broken 

S/G: unbroken S/G: broken 

PRV LH creep P-tube ejection 

P-tube heatup Debris jet imp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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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주요 성능관련 사건 발생이력 및 발생시간 예측모듈

(4) 기존 OPR-1000 중대사고관리지침서(SAMG)[KAERI,1988]에서 다루고 있는 사고 완

화 전략 수행 지침 7개 중 6개 항목에 대한 진입시점 예측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을 구

현함 (그림 69 참조). 기존 중대사고 지침서는 발전소 상태에 따른 고유 사고관리

전략(MG: Mitigation Guidance)을 수행하기 위하여 7개의 발전소 안전변수(MG-01:

SG 수위, MG-02 RCS 압력, MG-03: 노심 출구온도, MG-04: 소외 방사선량, MG-05:

격납건물 수위, MG-06: 격납건물 압력, MG-07: 격납건물 내 수소농도) 거동에 대한

정보 및 이와 연계된 사고관리 전략 진입시점 정보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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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02 Entry time: 12086 sec.

MG-04 Entry time: 8546 sec.

S/G Water Level

Core Exit Temp

Containment Pressure

MG-01 Entry time: 104 sec.

MG-03 Entry time: 21127 sec.

MG-07 Entry time: 217 sec.

SBLOCA-S026

MG-02 Entry time: 12086 sec.

MG-04 Entry time: 8546 sec.

그림 69. SAMG 안전변수 발생이력 및 발생시간 예측모듈

(5) 지정된 사고경위에 고려된 안전계통 가용상태를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SSDP

(Safety System Display Panel)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안전계통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을 개발함 (그림 70 참조).

그림 70. PDS ET 사고경위-SSDP 연계모듈



(6) 기존 MAAP DB에 추가하여 사고 진단/예측시 MELCOR DB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모듈을 구현함.

표 23은 1단계 연구를 통하여 구현된 RiSARD 시스템의 주요 모듈과 기능 그

리고 RiSARD 시스템과 연계되는 중대사고 코드해석 DB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표 23. RiSARD 시스템 주요 모듈 및 기능 요약

• Code-specific or user-supplied SA accident sequence information: characterized as 
system functionality & frequency (probabilistic aspect)

• Plant-, sequence-, code-specific predictions of plant responses: phenomenological 
behavior (phenomenological aspect)

• Plant-, sequence-, code-specific predictions for key event histories: 
based on system functionality & phenomena (system history)

• Sensitivity results and a limited number of uncertainty analysis results: 
based on available systems & different models (code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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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 data loading and allocation into the SARDB (SARDB generation)
• Snapshot retrieval of the accident scenario-based plant response information 

from SARDB: base case & sensitivity analysis results (future events prognosis)
• Retrieval of the plant symptom-based accident scenarios (risk-informed plant status 
diagnosis)

- frequency-based ranking of possible accident sequences
- functional states of systems for the given accident sequence

• Retrieval of SAMG starting point & system performance (risk-informed)
• Graphical presentation of the searched information (information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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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AAP DB연계 RiSARD 시범적용

구현된 RiSARD의 적합성은 표준형 원전 (OPR-1000)[KEPCO,1996] 대표적인

5개 사고경위(Large/Medium/Small LOCAs, LOOP, 그리고 SBO)에 대한 MAAP

해석결과를 DB화하고[박수용,2006a; 박수용,2006b; 박수용,2007a; 박수용,2007b;

박수용,2007c] 이를 바탕으로 사고 진단/예측 능력을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 사고증상 기반 초기 사고경위 진단

(가) 초기 사고증상 (증상정보 1)



증상정보 1. Initial plant symptom

(1) TWCR (temperature of water in core, K) => [580-600] for time window (s) [110-130]

증상 1기반

잠재적 사고

경위

발생빈도

(/ry)
Functional states of safety systems

SBLOCA_S012

SBLOCA_S059

SBLOCA_S055

LOOP_S053

SBLOCA_S058

SBLOCA_S013

SBLOCA_S045

SBLOCA_S026

SBLOCA_S021

SBLOCA_S011

LOOP_S064

SBLOCA_S070

1.109E-06

6.256E-07

2.281E-08

1.205E-08

1.150E-08

5.270E-09

3.590E-09

2.593E-09

1.598E-09

1.058E-09

4.141E-10

1.759E-12

SLOCA*/RT*/HPI*/AFW*/SR1*HPR*/DPR*LPR*CSR

SLOCA*/RT*HPI*DPI*/LPI*/LPR*/CSI*/CSR

SLOCA*/RT*HPI*/DPI*LPI*/CSI*/CSR

LOOP*/RT*/AFW*SR1*/SR2*MSHR*BD*/LPI*/LPR*/CSI*/CSR

SLOCA*/RT*HPI*/DPI*LPI*CSI*

SLOCA*/RT*/HPI*/AFW*/SR1*HPR*DPR*/LPR*/CSR

SLOCA*/RT*/HPI*AFW*BDE*/LPR*/CSR

SLOCA*/RT*/HPI*/AFW*SR1*/SR2*HPR*LPR*CSR

SLOCA*/RT*/HPI*/AFW*SR1*/SR2*/HPR*MSHR*BDL*/CSR

SLOCA*/RT*/HPI*/AFW*/SR1*HPR*/DPR*LPR*/CSR

LOOP*/RT*/AFW*SR1*/SR2*MSHR*BD*LPI*CSI*RFSI

SLOCA*/RT*HPI*DPI*LPI*CSI*RFSI

증상정보 2. Two additional plant symptoms

(2) PPS (primary system pressure, MPa) => [12.50-12.51] for time window (s) [110-130]

(3) TGUP (upper plenum temperature, K) => [600-620] for time window (s) [110-130]

증상 2 기반으로 검색된

잠재적 사고경위

(발생빈도 순)

SBLOCA_S012, SBLOCA_S059, SBLOCA_S055,

SBLOCA_S058, SBLOCA_S013, SBLOCA_S045,

SBLOCA_S026, SBLOCA_S021, SBLOCA_S011,

SBLOCA_S070

증상정보 3. Two additional plant symptoms

(4) TWCR (temperature of water in core, K) [550-600] for time window (s) [1950-2050]

(5) TWCR (temperature of water in core, K) [435-445] for time window (s) [2950-3050]

상기 3가지 증상을 기반으로

검색된 잠재적 사고경위

(발생빈도 순)

SBLOCA_S012, SBLOCA_S013, SBLOCA_S011

초기 사고 증상정보로 1차 계통 냉각수 온도 (대응되는 MAAP 코드 변수는

‘TWCR’)가 사고시작 110-130초 기간에 580-600K 가 제시되었다. RiSARD를 통

한 상기 증상정보 기반 사고경위 검색의 결과, 표 24의 상단에 주어진 12개의

PDS ET 사고 경위가 SARDB로부터 검색되어 발생빈도가 높은 순으로 제시되

었다.

표 24. 증상정보 기반 사고경위 검색 시범적용 결과

상기 각 사고경위에 대한 'TWCR' 온도 추이는 사고경위기반 사고거동 검색

결과 그림 71과 같은 거동을 보여준다. 검색된 12개 잠재적 사고경위 중 발생빈

도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고경위는 ‘SBLOCA_S012로 파악되었다.

그림 72는 사고경위 SBLOCA_S012를 유발하는 안전계통의 작동유무와 향후 추

이를 보여준다.



그림 71. 검색된 사고경위에 대해 예상되는 'TWCR' 추이

그림 72. SBLOCA_S012에 정의된 계통상태 및 'TWCR' 추이

(나) 추가된 사고증상 (증상정보 2)

지속적인 사고 진행으로 표 24의 증상 2에 해당하는 두 가지 증상(‘PPS’ 및

‘TGUP’ 정보)이 추가되어 총 3개의 증상 정보가 초기 사고경위 검색에 사용되었

다. 상기 3가지 증상을 반영하여 RiSARD를 통한 검색결과 증상 1의 결과로 나

타났던 2개의 사고경위(‘LOOP_S053’ 및 ‘LOOP_S064’)는 검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제거되었다.



(다) 최종 사고증상 (증상정보 3)

연속된 사고 진행으로 표 24의 증상 3에 해당하는 두 가지 증상(다른 시간대의

‘TWCR’ 정보)이 추가되어 총 5개의 증상 정보가 초기 사고경위 검색에 사용되

었다. 상기 5가지 증상을 반영하여 RiSARD를 통한 검색결과 증상 2의 결과로

나타났던 2개의 사고경위 (‘SBLOCA_S012’, ‘SBLOCA_S013’, ‘SBLOCA_S011’)

는 검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7개의 사고경위가 증상 3

을 만족하는 잠재적인 사고경위로 파악되었다.

상기과정에서와 같이 증상기반 초기 사고경위 진단에는 다양한 사고증상 정보

가 활용될 수 있으며 증상증보가 다양할수록 대응되는 잠재적 사고경위는 줄어

든다. 잠재적 사고경위들은 발생빈도 순으로 순차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사고관리에 연계 활용할 수 있다.

(2) 사고경위 기반 사고관리 정보 검색

(가) 사고 진행에 따른 주요 사건 발생시점 예측

사고 진행에 따라 전개되는 주요 사건 발생시간과 거동 정보는 사고관리에 효

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상기 관점을 반영하여 주요 사건별 발생시간 정보를

예측하는 모듈이 RiSARD에 구현되었다. RiSARD에 구현된 주요 사건 발생정보

는 아래와 같다.

○ 노심손상 시점 (Onset of core damage)

○ 노심지지대 파손시점 (Core support plate failure time)

○ 온도유발 1차계통 및 증기발생기 크립 파손 시점 (RCS and steam generator

tube creep rupture time, 5개 파손모드)

○ 원자로용기 파손시점 (Reactor vessel failure time, 5개 파손모드)

○ 격납건물 파손시점 (Containment failure time, 2개 파손모드)

그림 73은 앞 절에서 사고증상 정보 기반 초기 사고경위 진단과정을 통하여

검색된 사고경위 SBLOCA-S026에 대한 3가지 사건(노심손상, 온도유발

RCS/SG 크립파손, 원자로용기 파손)의 발생시간과 거동을 보여준다. 상기 사건

들의 발생 시점은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각 사건을 특징짓는 코드



주요사건
결정변수 및

파손모드

대응되는 MAAP 코드 변수
발생조건

Core

damage
Core uncovery ZWV /RPV water level

Core top elevation

< 6.126m

Support
plate

failure

Support plate

failure

MCMTPS /corium mass in RPV LH Corium mass in LH

> 0.1 kg

변수에 대하여 발생조건을 부가함으로써 평가된다. 그림 73에 따르면, 노심손상

(노출)은 OPR-1000의 경우 원자로용기 수위에 대응되는 MAAP코드 변수

‘ZWV’의 값이 6.126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모델링 되어 있다.

SBLOCA-S026의 경우 상기 시점은 19,876초에 이르면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된

다. 원자로용기 파손은 RiSARD에 고려된 4가지 파손모드(RPV lower head

creep, Penetration tube ejection, Penetration tube heat-up, Debris jet

impingement, Metal layer attack) 중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시점으로 결정한다.

SBLOCA-S026의 경우 상기 시점은 5개 파손모드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원자

로 하부용기 크립 파손 (대응되는 MAAP 변수 ‘FCREP’ > 1.0) 시점 37,355초로

결정된다.

그림 73. SBLOCA-S026에 대해 예측된 주요 사건 발생 시점

표 25. 시범적용에 사용된 MAAP기반 사건 발생시간 정의



Induced
RCS
boundary
creep

failure

RCS HL creep FCRPBH /damaged fraction in broken HL

FCRPUH /damaged fraction in unbroken HL

Damage fraction

> 1.0

SG hot tube

creep

FCRBHT /damaged fraction in broken hot SG tube

FCRUHT /damaged fraction in unbroken hot SG

tube

PRZ surge line FCRPSR /damaged fraction in pressurizer surge

line

RPV

failure

RPV LH creep FCREP(i) /damaged fraction in lower head node i

(i=1,5)

LM creep, FCREP

> 1.0

LH penetration

tube ejection

FLDPT1(i) /force to push out a penetration tube

FWDPT1(i) /shear load for the penetration tube

weld

FSSPT1(i) /shear load for the bound penetration

tube

FLDPT1(i) >

[FWDTP1(i) +

FSSPT1(i)]

LH penetration

tube heat-up

QP1DEC /decay heat of corium plugging a

penetration tube

QP1RAD /heat removal rate from a plugged

penetration. tube

QP1DEC

> QP1RAD

LH Corium

impingement

XERODE /erosion distance of lower head (m) XERODE

> 0.1524m (W/T)

Metal layer

attack

PSSYLD /yield stress load on RV lower head

PSSHP /hoop stress load on RV lower head

PSSYLD

> PSSHP

Cont.

failure

Leak type

failure

PRB(3) /pressure in upper compartment Containment
pressure > 169

psig

Rupture type

failure

PRB(3) /pressure in upper compartment Containment
pressure > 178

psig

(나) 사고진행에 따른 SAMG 완화전략 수행시점 예측

대부분의 사고관리지침서 SAMG에서는 원전에서 발생되는 특징적인 증상을

기반으로 아래에 제시된 7개 사고 완화전략을 순차적으로 수행되며, 사고완화 전

략 수행순서는 각각의 안전변수 설정치(Setpoint)가 명시된 원전고유 사고완화전

략제어도(Strategy control diagram)에 의하여 결정된다.

○ MG-01: Supply feed water into steam generator (SG)

○ MG-02: Depressurize reactor coolant system (RCS)

○ MG-03: Inject into RCS

○ MG-04: Inject into containment

○ MG-05: Control fission product release

○ MG-06: Control containment conditions

○ MG-07: Control hydrogen concentration in containment



SAMG 변수/설정치 대응되는 MAAP 변수 변수값

SG water level

> 63% NR

ZWBS /collapsed water level in broken S/G DC

ZWUS /collapsed water level in unbroken S/G DC

12.573 m

RCS pressure

< 29.2 kg/cm2

PPS /pressure in primary system

PPZ /pressure in pressurizer

2.864 MPa

Core exit temp.

< 371.1
o
C

TGUP /temperature of gas in upper plenum
644.1 K

Cont. water level ZWRB(2) /collapsed water level in lower compartment 0.594 m

상기 상황을 반영하여 원전고유 사고완화전략제어도를 이용한 사고완화 전략

수행시점 예측 기능을 RiSARD에 구현하였다. 한 예로, 그림 74는 앞에서 사고증

상 정보 기반 초기 사고경위 진단과정을 통하여 검색된 사고경위

SBLOCA-S026에 대한 상기 사고완화전략 각각의 수행 시점을, 표 26은 사용자

가 정의할 수 있는 각각의 안전변수 설정치(Setpoint) 및 대응되는 MAAP 코드

변수를 보여준다.

그림 74. SBLOCA-S026에 대해 예측된 SAMG전략 수행 시점

표 26. 시범적용에 사용된 MAAP기반 SAMG 변수 설정치



> 17% WR

Offsite radioactivity

release > 0.5 mSv/h
Not defined in MAAP code

N/A

Cont. pressure

< 1.9 psig

PRB(3) /pressure in upper compartment 0.1145 MPa

H2 concentration in

containment < 5%

NFH2RB(2) /mole fraction of H2 in lower compartment

NFH2RB(3) /mole fraction of H2 in upper compartment

NFH2RB(5) /mole fraction of H2 in containment dome

5 %

그림 74에 따르면, 증기발생기 수위에 대한 설정치 63%는 SBLOCA-S026의

경우 104초에 도달하며 (MG-01 수행시점), 원자로냉각재 계통 압력설정치

9.2kg/cm2 (2.864 MPa)는 12,086초 (MG-02 수행시점), MG-03, MG-04, MG-06

의 경우 각각 21127, 8547, 217초에 설정치에 도달한다. 반면, MG-07은

SBLOCA-S026시 주어진 설정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코드별 에측결과 차이 비교검색

RiSARD 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사고거동 능력을 보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제

공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된 코드 변수나 계통 작동 상태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DB화하고 이를 사고 진단 및 예측에 사용하는 방식이며, 다

른 하나는 주어진 사고 거동에 대하여 서로 다른 중대사고 코드 결과를 동시에

비교하는 기능이다. 후자의 경우 다른 코드변수에 대한 연계표(Mapping table)를

정의하여 수행되면 현재 MAAP과 MELCOR코드 해석결과 DB[SYM,2006]에 제

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 예로, 표 27은 비교에 사용된 MAAP과 MELCOR

변수 연계표, 그림 75는 앞에서 증상기반 사고경위 검색과정을 통하여 진단된 잠

재적 초기 사고경위 SBLOCA_S026’에 대한 MAAP/MELCOR 거동을 보여준다.

표 27. 시범적용에 사용된 MAAP/MELCOR 변수 연계표

MAAP MELCOR 변수 변수 설명

WESFCL

SPRFL

TU2N(8)

MWPS

PPS

ZWUH

PRB(1)

ZWRB(1)

UF.740 (UF)

SPR-FL.1

COR-TFU.109

UF.510

CVH-P.500

CVH-LIQLEV.410

CVH-P.810

UF.750

Mass flow rate of ESF water to cold leg (HPSI+LPSI) (kg/s)

Mass flow rate through containment spray (kg/s)

Fuel temperature in nod 8 of channel 1 (K)

Mass of water in primary system excluding pressurizer (kg)

Pressure in primary system (MPa)

Water level in unbroken loop hot leg (m)

Pressure in the containment (MPa)

Water level in the containment (kg)



SBLOCA_S026SBLOCA_S026

그림 75. SBLOCA-S026에 대한 MAAP/MELCOR 거동 비교

라. RiSARD-MELCOR DB 연계체제 구현

(1) 연구수행 배경

현재 국내 여러 기관에서 MELCOR를 이용한 원전 중대사고 해석 경험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표준원전을 비롯한 여러 원전의 사고 유형별 대표 시나리

오에 대한 코드입력과 코드분석 결과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MELCOR 해석

결과 DB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RiSARD에 구현하는 것은 축적된 DB 활

용성 및 RiSARD에 사고관리를 위한 다양한 코드해석 정보의 연계 차원에서 필

수적이다.

앞에서 기술한 MAAP코드 해석결과 DB 기반으로 개발된 RiSARD의 경우

MELCOR 해석결과 (출력이 이진파일로 작성되어 있음)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MELCOR 해석결과 특정 출력변수 거동을 MELCOR 출력파일 후처리

(Post- processing) 모듈인 HISPLT을 사용하여 플로팅하고 이를 RiSARD 입력

파일 형식으로 처리하여 DB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방식을 통하여 다룰 수

있는 MELCOR 변수의 개수가 제한적이고 HISPLT 특성상 데이터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수(사고진행 모의를 위한 Time interval 수)가 많지 않은 까닭에

다양한 변수를 DB화하고 사고진행 상황을 충분히 모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요

구되는 DB 시스템의 경우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HISPLOT은 DOS 기반 프

로그램으로 플로팅 명령이 약속된 형식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약속 명령을 사용

자가 따로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텍스트로 입력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대량

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DB시스템과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기 이유로

MAAP기반 RiSARD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량의 변수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

는 추가적인 기능이 요구되었다. 그림 76은 본 연구를 통하여 RiSARD 시스템에

구현된 MELCOR DB와 RiSARD 연계모듈 및 SAMG 변수와 RiSARD 연계모듈에

대한 구현절차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76. MELCOR DB-RiSARD 연계 체제

(2) MELCOR 후처리 도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윈도우기반 MELCOR 출력처리기 IPLOT(Intelligent

PLOTter)을 개발하여 MELCOR 해석결과를 그림으로 플로팅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IPLOT은 HISPLT와 달리 이진 파일 검색기법을 활용한 빠른 데

이터 처리를 바탕으로 사용자 위주의 사용 환경을 제공하여 출력 데이터의 비교

분석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IPLOT은 이진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MELCOR 출력변수에 대하여 코드 Package별 계층적 검색과 선택 외에도 데이

터 비교를 위하여 다중창을 제공하며, 작업환경을 저장하여 다음 작업에 이를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래프의 영역을 임의로 재지정하거나, 줌



인/줌아웃, 변수 추가 및 삭제, 타이틀 및 색상 지정, 보조선, Legend 지정 등 다

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작성된 그래프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그

림파일로 저장하거나 클립보드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MELCOR DB 표준화 작업

RiSARD에서 중대사고 코드 해석결과를 DB화하는 방식은 MAAP 출력파일

(ASCII/텍스트파일) 형식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PLOT을 통하여

MELCOR 해석결과를 MAAP 출력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하면

MAAP DB와 같은 방식으로 RiSARD를 통하여 다양한 MELCOR 출력변수들을

DB화 할 수 있다.

그림 77. IPLOT을 통한 MELCOR 해석결과 표준화파일 작성

그림 78. MELCOR DB 구축시 표준데이터 양식 지정화면



그림 77은 상기 기능이 추가된 IPLOT을 통하여 MELCOR 출력변수들을

MAAP 출력파일 형식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8은

MELCOR DB 구축시 표준데이터 양식 지정하는 화면, 그림 79은 상기 과정을

통하여 MAAP 출력형식으로 변환된 MELCOR 계산결과에 대하여 RiSARD를

통하여 생성된 DB를 보여준다.

그림 79. RiSARD를 통한 MELCOR DB 생성 결과

(4) RiSARD-MELCOR DB 연계결과

일단 앞에서 기술된 과정을 통하여 원전별/사고경위별 MELCOR DB(SARDB)

가 구축되면 RiSARD는 MAAP DB와 동일한 방식으로 MELCOR DB와 연계하

여 사고 진단 및 예측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80은 표준원전 MBLOCA에

대한 MELCOR DB 연계 SAMG 변수 및 완화전략 수행시점 예측결과를, 그림

81은 사고 진행에 따른 주요 사건들의 발생 시점 및 거동이력에 대한 예측결과

를 보여준다.



그림 80. MELCOR-SAMG 변수거동 및 수행시점 예측

그림 81. MELCOR DB와 연계된 주요사건 거동 및 발생시점 예측

MELCOR DB와 연계된 사고증상 기반 잠재적 사고시나리오 진단 기능 또한

MAAP DB와 유사한 방식으로 RiSARD를 통해 수행된다. 그림 82는 표준원전

MELCOR DB와 연계된 증상기반 사고진단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82. MELCOR DB와 연계된 증상기반 잠재적 사고경위 진단 예

그림 83. MAAP-MELCOR-SAMG 안전변수 연계과정



(5) SAMG 연계변수 선정

RiSARD를 통하여 MAAP-MELCOR-SAMG 변수를 연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SAMG 변수 각각에 대응되는 MAAP 및 MELCOR 변수들을 선정하고 이

를 RiSARD를 통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연계하여야 한다. 그림 83과 표 28은

SAMG 사고완화전략 수행도에 제시된 안전변수 각각에 대응되는

MELCOR-MAAP 변수 연계과정과 대응변수, 표 29는 이들 각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각각 보여준다.

표 28. MAAP-MELCOR--SAMG 연계변수 비교

대상원전 SAMG변수 MAAP변수 MELCOR변수
 UCN34 SG1_Level(N)  ZWBS  CVH-LIQLEV.634

UCN34

UCN34

UCN34

UCN34

UCN34

UCN34

YGN34

YGN34

YGN34

YGN34

YGN34

YGN34

YGN34

UCN56

UCN56

UCN56

UCN56

UCN56

UCN56

UCN56

SG2_Level(N)

RCS_Pr

CET

CB_Level

CB_Pr

CB_H2

SG1_Level(N)

SG2_Level(N)

RCS_Pr

CET

CB_Level

CB_Pr

CB_H2

SG1_Level(N)

SG2_Level(N)

RCS_Pr

CET

CB_Level

CB_Pr

CB_H2

ZWUS

PPS

MAX_CET

ZWRB(1)

PRB(4)

NFH2RB(4)

ZWBS

ZWUS

PPS

MAX_CET

ZWRB(1)

PRB(4)

NFH2RB(4)

ZWBS

ZWUS

PPS

MAX_CET

ZWRB(1)

PRB(4)

NFH2RB(4)

CVH-LIQLEV.644

CVH-P.500

CVH-TLIQ.190

CVH-LIQLEV.810

CVH-P.840

CVH-MASS.6.840

CVH-LIQLEV.634

CVH-LIQLEV.644

CVH-P.500

CVH-TLIQ.190

CVH-LIQLEV.810

CVH-P.840

CVH-MASS.6.840

CVH-LIQLEV.634

CVH-LIQLEV.644

CVH-P.500

CVH-TLIQ.190

CVH-LIQLEV.810

CVH-P.840

CVH-MASS.6.840



표 29. MELCOR-SAMG 연계변수 설명

SAMG변수 SAMG변수 MELCOR변수

SG1_Level(N) 증기발생기 1번 협역수위 SGA-2ND

SG2_Level(N) 증기발생기 2번 협역수위 SGB-2ND

RCS_Pr RCS 압력 PZR Pr

CET 노심출구 온도 Upper Plenum Temperature

CB_Level 격납건물 수위 Cavity Water Level

CB_Pr 격납건물 압력 Pressure (RB Upper Region)

CB_H2 격납건물 수소농도 H2 Mass (kg) at CB Upper Region

(6) MELCOR-SAMG 연계변수 단위의 조정

RiSARD에서 SAMG 관련 모든 변수정보(중대사고 코드기반 SAMG 사고완화

전략 진입시점 및 향후 거동 예측)는 SAMG 사고완화 전략 수행도를 통하여 일

괄적으로 처리된다. 통상 SAMG 전략수행도는 원전 고유 특성을 반영한

SAMG 완화전략이 수행되는 조건을 정의한 SAMG 안전변수 설정치(Setpoint)

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표준원전의 경우 SAMG 완화전략 01 (MG-01)은 증기

발생기 광역수위 설정치 74(%)에 도달하는 경우, 완화전략 2 (MG-02)는 RCS

압력 설정치 28.13 Kg/cm2 를 초과하는 경우 수행된다. 하지만, 이들과 대응되

는 MELCOR 변수는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MG-01의 경우 증기발생기 수위

가 m단위(기준점으로부터 계산된 값)로 제공된다. 나머지 SAMG 변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SAMG 전략수행도에 정의된 것과 다른 단위를 이용하므로 RiSARD

를 통한 검색과정에서 이들 단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상기 상황을 반영하여, SAMG 변수와 연계되는 MELCOR 변수 각각에 대해

서 사용자가 단위를 조정하는 기능을 단위조정함수(a+bx)를 사용하여 RiSARD에

구현하였다. 여기서, a 및 b는 사용자가 단위 조정을 위해 제공하는 값들이고 x

는 조정 대상이 되는 변수(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Kelvin(K)로 주어지는 온

도관련 변수 값을 Celsius(oC) 단위로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변수를

-273+1.0x로, Pascal(PA)로 주어진 압력관련 변수 값을 Kg/cm2 단위로 변환하고

자 하는 경우 관련변수를 0.0+1.019716E-5x로 설정하면 K로 주어진 변수 값은

oC로, PA로 주어진 변수 값은 Kg/cm2단위로 RiSARD에서 자동 변환된다. 상기

단위조정함수는 코드 변수의 경우 SAMG 관련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연계파일

PSAMG.ini를 통하여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다. 표 30은 표준원전 MELCOR



DB와 연계되는 SAMG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PSAMG.ini에 사용된 단위조정함

수의 예를 보여준다.

표 30. MELCOR-SAMG 연계변수에 대한 단위조정함수 사용 예

SAMG SAMG 변수에 대응되는 MELCOR 코드변수 단위변환

MG-01

G1: SG water level * 0.0+1.0x

CVH-LIQLEV.634 / Broken loop SG Water Level(m)

CVH-LIQLEV.644 / Unbroken loop SG Water Level(m)

m -> %

MG-02
G2: RCS pressure * 0.0+1.019716E-5x

CVH-P.500 / Primary system pressure (PZR)
Pa -> Kg/cm

2

MG-03
G3: Core exit temperature * -273.0+1.0x

CVH-TLIQ.190 / Gas temperature in core upper plenum (K)
K -> oC

MG-04
G4: Containment water level-cavity * 0.0+1.0x

CVH-LIQLEV.810 / Water level in reactor cavity(m)
m -> m

MG-05
G5: Offsite radioactivity * 0.0+1.0x

% XXXXX / Not defined in MELCOR Code
-

MG-06
G6: Containment pressure * 0.0+1.019716E-5x

CVH-P.840 / Pressure in cont. upper compartment(Pa)
Pa -> Kg/cm2

MG-07
G7: H2 concentration in containment * 0.0+1.0x

CVH-MASS.6.840 / H2 mass in upper compartment(kg)
Kg -> Kg

앞에서 언급된 정보의 검색은 아래와 같은 RiSARD 초기화 정보파일과 연계되

어 수행된다.

○ PMAAP.ini : 데이터 검색시 자동으로 연계되는 그룹별 MAAP코드 변수 리

스트 (최대 15개 그룹, 그룹 15는 MAAP코드 SAMG 변수 정보)

○ PMCOR.ini : 데이터 검색시 자동으로 연계되는 그룹별 MELCOR코드 변수

리스트 (최대 15개 그룹, 그룹 15는 MELCOR SAMG 변수 정보)

○ PSAMG.ini : SAMG 변수 리스트, 설정치 및 중대사고 코드별 SAMG 변수

와 단위조정함수 (현재 MAAP 및 MELCOR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됨)

○ PSSCP.ini : 코드별 주요 중대사고 사건 연계변수 (현재 가용한 중대사고 사

건은 MAAP 및 MELCOR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됨)

○ PCTCP.ini : MAAP코드 변수와 대응되는 MELCOR변수 연계표 (MAAP 및

MELCOR 코드 결과 동시 비교시 자동연계)

마. RiSARD-Simulator 연계체제 설계

RiSARD는 원전 상태 및 가용한 증상정보와 가장 부합되는 중대사고 초기 잠



재적 사고경위(PSA를 통하여 파악된)를 기반으로 향후 전개 될 중대사고 거동

및 SAMG 관련 정보를 예측한다. 하지만, 사고 이전에 미리 선정된 사고경위

를 활용하는 방법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원전 안전계통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상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RiSARD를 통하여 파

악된 사고경위에 실시간 원전 상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사고 진행 상

황과 가장 부합되는 시스템 작동기반 사고경위를 다시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중

대사고 코드입력에 반영한 다음, 이를 중대사고 코드나 시뮬레이터와 연계하여

향후 전개될 사고예측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림

84는 상기 방안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구현된 RiSARD-Simulator 연계체

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는 중대사고 코드/시뮬레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작동

시키는 수준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RiSARD와의 보다 구체적인 연계활

용 체제 방안이 마련되면 추가적인 개선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84. 중대사고 시뮬레이터 연계모듈

바. 연구수행 결과 요약

본 연구의 결과 기존 중대사고 위해도 정보DB 관리시스템 RiSARD에

MAAP 뿐만 아니라 MELCOR 기반 중대사고 위해도 정보도 DB화 할 수 있는

모듈 및 MELCOR기반 DB를 SAMG 전략제어도와 연계 가능한 모듈을 추가하여,



사고관리, 진단 및 예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들의

적합성은 표준원전 대표적인 사고경위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1

단계 연구를 통하여 RiSARD에 추가 구현된 구체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편의성 보강을 통한 사고진단(사고초기 안전계통 기능상태) 및 예측

모듈 (진단된 사고경위에 대하여 향후 전개될 사고진행 및 거동예측) 구현

(RiSARD 기본 수행체제)

(1) 발전소 사고시 주요 구조물 성능관련 사건 발생이력 및 발생시간 예측기능을

제공하는 MAAP 기반 PSSCP 모듈, 중대사고 지침서(SAMG)에서 다루고 있는

사고 완화 전략 수행 지침 진입시점 예측기능을 제공하는 PSAMG 모듈,

MAAP/MELCOR 변수를 동시에 검색하여 코드분석 결과의 차이를 제시하는 PCTCP

모듈, 그리고 지정된 사고경위에 고려된 안전계통 가용상태를 그래픽으로 표

시하는 SSDP 모듈의 구현

(1) 기존 RiSARD-MAAP DB 연계체제에 추가하여 RiSARD-MELCOR DB 연계

사고 진단/예측 및 SAMG 변수 연계 모듈 구현

상기 모듈은 기본적으로 표준원전을 대상으로 구현되었으나 RiSARD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사용자 입력정보인 PSA기반 중대사고 초기 사고경위, MELCOR DB와

SAMG 연계변수, MELCOR DB와 주요 중대사고 사건 정보 연계변수 등을 원전

별로 재정의함으로써 타 원전에 대한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3. SAMEX연계용 중대사고 해석 시범DB 구축

SARDB 구축은 원전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열수

력 및 중대사고 현상과 방사선원 관련한 방대한 해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하

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그림 85와 같은 절차를 거쳐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며, 이 정보들은 DB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게 된다.

가. SARDB 구축방안 및 구축범위

DB 구축 내용은 1) 해당 원전의 PSA 결과에서 발생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명

된 주요 사고경위들에 대하여 계산하는 기본사고 해석 DB, 2) 사고 초기조건

(대형/중형/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시 파단면적 크기 또는 파단위치 등) 또는 발전

소 운전조건 (특정 계통/기기의 작동여부 또는 작동시간 등)의 변화에 따른 민감



도분석 DB, 그리고 3) 현상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본 사고경위로부터 파생

된 불확실성 분석 DB로 구성된다. 2차 중장기 1단계 연구를 통하여 기본사고 해

석 DB를 시범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차기단계에서는 표준원전 OPR-1000 Level 2

PSA를 통하여 파악된 16개 초기사건별 PDS ET 주요 사고경위를 대상으로 중

대사고 해석 DB 구축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있다.

참고로, 표준원전 Level 2 PDS ET 분석결과 따른 PDS ET 사고경위 분석결

과 발생빈도가 1.0x10-11/ry 이상인 노심손상 사고경위의 수는 수 백개 정도로 파

악된 반면 발생빈도가 1.0x10-10/ry 이상을 만족하는 사고경위의 수는 95개 정도

로 파악되었다. 최적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연계용 중대사고 해석 DB 구축은 현

실적인 사고관리 지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Level 2 사고경위에 대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석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중대사고 코드

특성상 상기 수준의 DB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의 활용성 확보차원에서 표준원전 Level 2 분석결과 빌생빈도 10E-10/yr

을 만족하는 사고경위에 대한 DB를 기본적인 구축 대상으로 하고 민감도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수준의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감도 분석 DB 에서는 사고

초기조건 (대형/중형/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시 파단면적 크기 또는 파단위치 등)

또는 발전소 운전조건 (특정 계통/기기의 작동여부 또는 작동시간 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모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판단하기 하

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림 85. RiSARD 연계용 중대사고 해석DB 구축체계



나. 표준원전 MAAP4 시범 DB 구축

중대사고 코드 MAAP을 기반으로 하는 SARDB 구축 내용은 원전에서 발생가

능성이 있는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열 수력 및 중대사고 현상과 방사선원

관련의 방대한 해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데

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며, 이 정보들은 DB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중대사고 해석자료 생산을 위한 분석대상 발전소

로는 표준원전 OPR-1000을 선정한 바, 이는 개발하고자 하는 중대사고 해석 DB

의 시나리오 선정방법에서 PSA 분석결과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PSA를 원

자력연구원이 수행하였고 또한 영광 3,4호기, 영광 5,6호기 및 울진 5,6호기 등

설계상으로 유사한 발전소가 많아 활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 DB 구축 방법

DB 구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즉, 첫 번째는 해당 원전의 확률론적

안전성분석 결과에서 발생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고경위를 선정하

여 계산하는 기본사고 해석 DB, 두 번째는 사고 초기조건 (대형/중형/소형 냉각

재 상실사고시 파단면적 크기 또는 파단위치 등) 또는 발전소 운전조건 (특정 계

통/기기의 작동여부 또는 작동 시간 등)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 DB, 세 번째

는 현상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본 사고경위로부터 파생된 불확실성 분석

DB이며, 이 중에서 불확실성 분석 DB 는 추후 확장을 위한 내용이다. DB 구성

내용 및 DB 활용을 위한 RI-SARD 기능은 그림 86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86. SARDB 구성내용 및 RI-SARD 기능



기본사고경위에서는 여러 가지 기인사고 중에서 다음 초기사건을 우선 고려하

고자 한다. 즉, (1)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2) 중형냉각재 상실사고, (3) 소형 냉각

재 상실사고, (4) 발전소 정전사고, (5) 소외전원 상실사고가 그 대상이며 이들을

분석할 경우 높은 발생빈도와 함께 다양한 사고 진행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초기사건 중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큰 중요 시나리오를 선정하기 위

하여 OPR-1000 원전의 1단계 및 2단계 PSA 분석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는 중대

사고 발생 시에 가정할 수 있는 수많은 사고의 종류를 가장 체계적으로 분류하

고 또한 확률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분석방법이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이기 때문이

며 그 중에서도 PDS ET는 1단계 PSA 사건수목을 확장하여 노심이 손상된 후

진행되는 중대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계통 작동여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DB에서 이용될 사고 시나리오는 사고 발생시 기인사건

(Initiating Event)의 특성과 노심손상에 관련된 각 계통의 정보 및 노심손상 이

후 중대사고로 진행될 경우의 발전소 손상상태 정보를 포함하는 PDS ET상의

사고경위들을 검토하여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각 시나리오에 대한 중대사고 해

석정보는 MAAP 4.06 이후 버전을 이용하여 구축하며 MAAP 분석 시 계산시간

은 사고 이후 72시간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DB구축을 위하여 생산하는 출력변수

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의 열수력 정보를 포함한 노심용융, 수소발생 및 연소, 원

자로용기 파손, 격납건물 열수력현상, 방사선원 관련정보 등 수 백 개 정도로 사

고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대사고 해석 DB에

서는 원전에서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각종 시나리오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결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종류, 또는 특정 계통의 작동여부, 운

전원 조치사항 등에 따른 사고 진행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선정된 각각의 기본 사고경위들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 DB 에서는 사고 초기조건 (대형/중형/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시 파단면적 크기 또는 파단위치 등) 또는 발전소 운전조건 (특

정 계통/기기의 작동여부 또는 작동시간 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고 시나리

오 모의가 가능하며 이들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민감도분석 DB를 구축한다.

한편 불확실성 분석에서는 앞에서 선정된 기본사고 시나리오 각각에 대하여 현

상적인 또는 코드 모델링 상의 모든 불확실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을 수

행하는 것이다. 이는 본 DB의 사용목적이 중대사고 관리이기 때문에 특정 중대

사고 현상 (예를 들면, 수소생성, 노심용융,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응, 증기폭발,

격납건물 직접가열 등)에 대한 단편적인 관심보다는 전체적인 사고 진행과 관련



Sequence
HPSI

Operation

2ry Heat

Removal

LPSI

Injection
LPSI Recirc.

CSS

Operation

SLOCA-11 Injection AFW+ADV N/A
Aggressive Cool +

No Rec
Inj & Rec

SLOCA-12 Injection AFW+ADV N/A
Aggressive Cool +

No Rec
Injection

된 불확실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2) DB 구축 결과

이번 단계에서는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와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한 기본사고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표 31 및 표 32에 나타나 있다.

OPR-1000 원전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의 기인사건은 16가지이며 이 중 중요한 기

인사건 중의 하나가 발전소 정전사고이다. 발전소 정전사고의 PDS ET는 20개의

정점사상을 가지며 정점사상에 따라 발생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는 197개로 구성

되어 있다. 이들 197개의 시나리오 중에는 거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으며

그 중 발생빈도가 클 것으로 분석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역시 주요 기인사건 중의 하나이다. 소형 냉각재 상실사

고의 PDS ET는 18개의 정점사상을 가지며 이 사고에 대한 PDS ET는 총 71개

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71개의 시나리오 중에는 거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으며 그 중 발생빈도가 클 것으로 분석된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1. 발전소 정전사고 주요 시나리오 특성

Sequence
AFW

Delivery
Secondary

Steam Removal
Restore

AC power
HPSI operation

(Inj & Rec)

CSS
operation

(Inj & Rec)

SBO-33 TDP ADV Before RV fail Success Success

SBO-41 TDP ADV Before CTM fail Fail Success

SBO-45 TDP ADV N/A Fail Fail

SBO-78 TDP MSSV Before RV fail Success Success

SBO-86 TDP MSSV Before CTM fail Fail Success

SBO-90 TDP MSSV N/A Fail Fail

SBO1-90 N/A N/A Before CTM fail N/A Success

SBO1-94 N/A N/A N/A N/A N/A

표 32. 소형 냉각재 상실사고 주요 시나리오 특성



SLOCA-13 Injection AFW+ADV N/A
No Aggressive

Cool + Rec
Inj & Rec

SLOCA-21 Inj & Rec

AFW+MSSV

(No Long

Term)

N/A N/A Inj & Rec

SLOCA-26 Injection AFW+MSSV N/A N/A Injection

SLOCA-45 Injection No AFW Injection Rec Inj & Rec

SLOCA-55
No

Injection
AFW+ ADV

Aggressive

Cool + No Inj
N/A Inj & Rec

SLOCA-58
No

Injection
AFW+ ADV

Aggressive

Cool + No Inj
N/A

No

Injection

SLOCA-59
No

Injection
AFW+MSSV

No

Aggressive

Cool + Inj

Rec Inj & Rec

SLOCA-70
No

Injection
No AFW No Injection No Rec

No

Injection

4. MAAP기반 사고모의시스템 SAMS 1.0 개발

SAMS[김고려,2008a]는 중대사고 현상의 적절한 디스플레이 기능과 중대사고

시나리오 제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개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SAMEX의 RiSARD에서 중대사고 현상 DB를 사용하여 중대사고에 대한 검

색정보를 제공하지만 다양한 사고정보 및 현상 재현에 한계가 있어 임의의

사고경위를 빠르게 모의할 수 있는 그래픽 시뮬레이터 개발이 필요하다.

(2) SAMS는 MAAP 코드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사고 경위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고 전개를 즉석에서 모의해 볼 수 있도록 의도되어 중대사고 지원센터에서

실시간 그래픽 시뮬레이터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3D 그래픽을 활용한 현장감

있는 GUI 제공이 추후 이루어질 경우, 중대사고 훈련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가. SAMS 그래픽 기술 개발

SAMS 그래픽 Display에서는 Win32 C#, C++ 프로그램 개발 환경에서 DirectX,

OpenGL 등의 표준 그래픽 라이브러리 API를 사용하여 원전 내부의 열수력 상황을

애니메이션 한다. SAMS 중대사고 디스플레이는 상용 그래픽 툴인 SL-GMS를

사용한 SATS와 달리 MicroSoft사의 DirectX를 사용한 3D 입체 화면으로 구성

된다. 화면설계는 개발언어 선정, 그래픽 툴 (도구) 선정, 화면 기능 정의 및 구

성의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고려되었다. SAMS 소프트웨어 자체는 Fortran 코드인 MAAP 코드와 병렬 수행



표현 대상 표현의 주안점 관련 도구 참고

원전 주요기기
입체적 디스플레이 및 기기 내부의 열수력

현상 모사
DirectX RCS

중대사고 현상 사고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 제공 그래프 격납건물

제어기기 제어기기 형태, 가용여부, 가동여부 DirectX MCR

계측기 계측기 형태, 상황 및 현재값 자체 제작 MCR

사고변수 현상별 관련변수 제공, 변수추이 및 현재값 그래프 MCR

경보 중대사고 전략 수행의 분기가 되는 지표 자체 제작 MCR

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다중프로세싱 처리에 유리한 C++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되

고, 이 경우 DirectX와의 호환성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중대사고시 발전소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표시되어질 항목에는 표 33에서와 같이 발전

소 주요기기, 중대사고 현상, 제어기기, 계측기 정보, 사고변수, 경보 등이 있으며

이들을 나타내는 방법, 관점 및 관련 도구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SAMS에서는

DirectX 창 이외에도 그래프 창, 도움말 창, 팝업창 등 다양한 형태의 창들이 공

존하여 원활한 GUI가 이루어지도록 Widowed DirectX 형태로 화면구성을 하고

있다.

표 33. 중대사고 표현을 위한 항목 구성

3D 입체화면을 제작하기 위한 상세 작업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1) SAMS 원형프로그램 개발

○ 3D그래픽 화면을 적절히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SDI 분할 윈도우 및 다

중 view를 사용한 기본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음.

○ 입체적인 중대사고 현상 디스플레이를 위해 개발언어 선정, 그래픽 툴 선

정, 화면 기능 정의 및 구성의 단계로 진행되는 화면설계를 수행함.

○ SAMS는 Fortran 코드인 MAAP과 병렬 수행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다중

프로세싱 처리에 적합한 C++을 사용하여 원형프로그램을 개발함.

(2) 발전소의 중대사고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항목 구성

○ 중대사고 정보의 효율적 표현을 위해 표현대상을 발전소 주요기기, 중대사

고 현상, 제어기기, 계측기 정보, 사고변수 및 경보 등으로 분류하였음.

○ RCS를 포함한 격납건물 내 기기들은 발전소 상태를 대표하는 기기들이므



로 압력, 온도, 수위 등과 같은 기기 내부의 열수력 상태를 포함하여 상세

히 표현함.

(3) 중대사고 현상 표현방안 설계

○ 중대사고 진행과정은 기기내부의 열수력 현상 모의를 통하여 그래픽으로

표현함. 그러나 노심 노출, 용융, 낙하, 재배치, MCCI, 핵분열생성물 수송

및 에어로졸 거동, 가스폭발, 수소폭발, 주요 중대사고 현상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래픽 모의 또는 단계지표 제공 등이 필요하며, 별도로 이에 대한

연구를 추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제어기기, 계측기, 사고변수, 경보 등은 모두 MCR과 관련이 있음. 이들은

모두 사고 상황 진단 및 제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이며 중

대사고 훈련시스템 개발에 직접적으로 연관됨. 가상 사고를 이용한 훈련

시스템에서는 훈련받는 사람이 실제 발전소의 느낌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

경의 제공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3차원 가상공간 제공, 실시간 모의

의 두 가지 기능이 요구됨.

○ SAMS의 경우 사고 상황 파악과 제어기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안전변수 감시 시스템, 간이계통도를 이용한 제어기기 조작 시스템이

설계됨.

(4) 중대사고 현상의 사실적 표현을 위한 3D 입체 예비화면(흑백) 제작

○ 발전소전체를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중대사고 코드들은 사고의 향후 추이 분석이 목적이므로, 발전소 전체에

대한 정확한 3D 표현은 불필요 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SAMS에서는 중대

사고 시나리오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정도에서 3D 화면을 구성함.

○ 3차원 화면을 VRML과 같은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MS사의 MFC++에서 DirectX를 호출하고 DirectX에서 3차

원 입체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함. 즉, 3DS-MAX를

사용하여 중대사고 현상 및 발전소의 입체화면을 제작하고, 제작된 화면은

PolyTrans 또는 Conv3ds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표준 개발언어인 MFC와

DirectX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인 ‘.x’ 파일로 변환되어 화면에 표시됨.

또한, 중대사고 현상 애니메이션 방안이 연구되었는데, 주요 표현대상은 고

온 고압에서의 열수력 현상, 증기폭발, 노심용융 및 재배치 등이며, 중대사

고 현상 애니메이션을 위해 DirectX Texture 사용함 (그림 87 참조). 특히

3D 객체 제작 시 각 개체를 이루는 부분에 대한 인식가능 및 필요성 여부



그림 87. 3D 입체화면 개발 프레임

를 미리 판단하여 제작함.

○ 설계화면은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잘 표현하도록 입체와 평면을 적절히

섞어 구성되며 그림 88 A구역에 해당되는 격납건물내 1차계통 기기들을

주 입체화 대상으로 함. B/C 구역은 배경이미지를 사용하는 비트맵 처리

영역이며, 예외적으로 안전주입이나 급수계통의 급수원인 탱크들과

사고관리 전략수행에 필요한 제어기기 등은 사고관리 차원에서 간이

계통도 등의 보조화면과 함께 사용됨.

○ 격납건물, 원자로, 가압기 및 증기발생기의 3D 화면이 개발되었으며, 격납

건물과 부속 기기들의 내부상태를 알 수 있도록 전면부위 투명화 작업이

수행됨. 구현된 SAMS 그래픽 모듈 [김고려,2008b; 김고려,2008c]의 주요

Display 대상 및 구현 화면은 그림 89 및 그림 90과 같음.

그림 88. 구역별 화면제작 방안
그림 89. 사고모의-Process Control



그림 90. SAMS 사고모의-Interactive Operation

(5) 그래픽 디스플레이 최종 모듈 개발

○ 그래픽 디스플레이 최종 모듈 개발은 확장성, 유지/보수, 배포문제 등을 감

안하여 표준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개발 사양은 다

음과 같음: Platform: IBM Pentium4, WinXT, Graphic Tool: MS

DirectX9, Language: MS Visual Studio 2005 C#.

○ 예비화면에서 일부 제작된 3D Mesh File 사용하여 중대사고 현상 및 발전

소 사고 진행과정을 3D로 표현하는 방안이 연구 개발됨. 그림 91에서 예시

된 바와 같이, 제작된 3D CAD 화면의 특정 부분을 애니메이션 하여 내부

열수력 현상을 표현하는 기법이 연구 개발되었음.

○ 디스플레이 모듈의 근간을 이루는 D3D Control 개체를 개발함. D3D

Control 개체는 3D CAD 도면으로부터 만들어진 ‘.x’ 파일을 화면의 일부분

에 나타내는 개체로, Multi View 및 Multi Threading 기술로 제작되었으

며 중대사고 시뮬레이션 및 분석이 용이한 화면구조 설정에 필수적임.

○ Display 모듈의 최종화면 그림 92는 표준원전의 1차계통이며, 사용자 선택

시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의 세부기기 상세 컬러화면을 추가 제공

하여 중대사고 현상과 기기 내부 열수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여

기에는 기본적인 발전소 격납건물의 기기에 대한 입체화면 이외에도 사고



관리에 필요한 기기 조작을 돕기 위한 P&ID 화면을 함께 제공함.

그림 91. 3D CAD 캐드 원자로 도면으로부터 D3D Control 개체에서

Animation Display

그림 92. SAMS 그래픽 Display 모듈 실행화면

나. 기능설계 및 세부메뉴 개발

SAMS는 가압경수형 원전에서의 중대사고를 MAAP 계산결과에 기초하여 시

각적으로 모의하는 시스템이다. 중대사고는 노심손상을 전제로 하는 사고로 그간

의 많은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운전에 비해 사고의 전개에 관한 불확실

성이 훨씬 크다. 또한 중대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자료도 TMI와 체르노빌을



Name Code 개발기관 특징

SAMPSON RELCAP/SCDAP 3D

VISA RELCAP/SCDAP KAERI 협력 개발

MAAP-GRAAP MAAP4 EPRI Inter. Control

PCTRAN PCTRAN DBA-SA 모델

SNAP RELAP5 NRC

원전 시뮬레이터 CATHARE CEA(프랑스)

IMPACT METI(일본) 개발단계

E-FAST CENTS KINS 시나리오 DB 기반 모의

ATLAS ASTEC/MELCOR GRS(독일) 중대사고현상 디스플레이

SATS MELCOR KAERI 경수로, inter. control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경험자료를 판단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시스템의 개발은 중대사고시 사고 진행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측

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중대사고의 사전예방 및 사고완화 활동에 대한 지원 정

보를 전달하는데 있다.

그래픽 시뮬레이터는 중대사고 해석코드를 엔진으로 사용하여 중대사고 현상

을 효과적으로 디스플레이하고, 다양한 사용자 편의성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기

존 중대사고 해석코드들은 대개가 1900년대 후반에 개발된 코드들로 Fortran 언

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Fortran 언어의 특성상 빠른 계산속도와 정확성을 자랑하

지만 근래에 들어 발달한 GUI 개념이 없으며, 모든 문서가 텍스트로 작성되어

코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텍스트를 해석해야 하는 어려움

이 따른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각 코드의 GUI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코드 계산결과를 이용하여 사고 전개과정

을 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그래픽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이를 중대사고 모의/예

측/훈련에 이용하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설계기준사고 (DBA)를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터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발전소 주제어실 (MCR)과 같

은 모형 (Mock-up) 형태로 만들어 운전원 훈련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대사고

의 경우 대부분 컴퓨터 상에서 기존의 코드를 이용한 시각화 시스템 형태로 구

현되었다. 표 34는 기존에 개발된 대표적인 시스템을 보여준다.

표 34. 세계 각국의 중대사고 그래픽 시뮬레이터

SAMS는 MAAP4 중대사고 해석코드를 모의 엔진으로 하고 있다. SAMS는

기존 MELCOR기반 중대사고 훈련시뮬레이터 SATS[KKR,2005; KKR,2010]에서



사용된 경험과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되었으나, 개발 목적, 사용코드, 그래픽 툴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표 35 참조).

표 35. 중대사고 훈련용 그래픽 시뮬레이터 SAMS/SATS 비교

Display 조작기능 초기사건 SAMG 코드 그래픽 툴

SATS 2D Interactive None Single user MELCOR SL-GMS

SAMS 3D Interactive Event 생성 다사용자지원 MAAP4 Direct3D

SAMS는 SAMEX의 시뮬레이터 모듈이며, 궁극적으로 SAMEX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최적 사고관리, 사고예측 및 진단, 사고관리시 시뮬레이터 개발, 확률론적

신호검증 등에 대한 방법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SAMEX

하부 모듈로 사고 DB를 이용하여 진단 기능을 수행하는 RiSARD 및 사고 DB에

없는 사고 시나리오 모의를 위한 SAMS 모듈이 상호 연동하여 소정의 임무를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중 SAMS 개발 범위는 (1) 체계적 사고 시나리오 관리,

(2) 사고 시나리오 이벤트 제어, (3) 주요 사고변수 데이터 Display, (4) 이슈별

사고현상 화면 제공, (5) 발전소 거동정보 Display, (6) 사고관리전략 정보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 모듈로서의 SAMS 역할 및 기능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고관리 시뮬레이터로 최적사고관리시스템인 SAMEX 부분 모듈

○ 중대사고 모의를 위한 Process 모델은 MAAP 코드이며, 사고진단 및 예측을

위해 RiSARD와 연계

○ 중대사고 훈련을 위해 온라인 SAMG 모듈과 연계

이상에서 보듯이, SAMS의 가장 주요한 사고관리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그림

93의 사고관리 기술수목을 참조하여 기능을 설계하고 이를 메뉴 구성에

반영하였다. 또한, 그림 94의 시작화면에서 보듯이, SAMS의 주요메뉴는 MAAP

Process 모델을 사용하여 가상의 중대사고를 모의하는 ‘Accident Simulation

Mode’, 가상의 중대사고 상황 하에서 SAMG 온라인 모듈 지침에 따라 중대사고

완화전략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SA Mitigation Training Mode’,

발전소 운전 데이터를 표시하는 ‘Plant Monitoring Mode’, 가상 및 실제

사고데이터 이력을 관리하는 SA ‘Data Management Mode’로 구분 된다.



그림 93. 사고관리 기술수목 그림 94. SAMS 시작화면

주요 메뉴별 기능의 상세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모의

○ Accident Simulation의 세부메뉴를 구성함. 이 메뉴는 원전의 가상중대사

고 시나리오를 모의하고, 그 결과를 그래픽을 사용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Setup 에서 엔진, 모의 스타일, 사나리오 및 히스토리

파일에 관한 사고모의 환경을 지정하며, 사고 모의가 시작되면 Pause,

Resume 등의 항목을 이용하여 모의 Process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함.

○ SAMS는 MAAP 코드의 수행 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다중 프로세싱구

조를 가지며 중간에 공유 메모리를 두어 MAAP 계산결과와 SAMS에서

이루어진 사용자 명령을 프로세스들 간에 공유함. MAAP에서 이루어진 모

의결과는 SAMS에서 그래픽으로 처리되며, 운전이력/결과의 저장 및

Replay 기능 제공함.

○ 중대사고를 모의하기 위하여 발전소 모든 계통/기기를 자세히 모사할 필요

는 없으며, 중대사고 진단, 예측에 필요한 정보만으로 의사결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그림 95와 같이 중대사고 진행을 판단

하는데 필요한 계통만 구성하고 SAMS 사고모의 기능 개발에 반영함.



그림 95. 중대사고 모의를 위한 표준원전 간략화 계통 개념도

(2) 중대사고 훈련

○ SA Mitigation Training 수행모드는 그림 96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대사고

완화전략 수행 훈련에서 필요한 전략수립 및 평가를 위해 설계된 메뉴로

현 사고에 대한 Snapshot, Analyze Status, Strategy Establish, Execute

Strategy, Analysis Result 항목으로 구성됨.

그림 96. SAMS의 SA Mitigation Training 기능 순서도

○ Snapshot 항목은 사고 모의도중 전략 수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시뮬레

이션 환경을 저장하는 항목으로, 훈련을 위한 실시간 수행의 시발점이 됨.

○ Status Analysis 항목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한 항목으로 증상 확

인, 사고 진단, 전략수립, 전략수행 및 결과분석의 기능으로 세분됨.

○ 증상확인은 안전 목적 수목을 조회하여 현 상태 및 관련전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메뉴임 (그림 97 참조). 참고로 안전 목적 수목은 압력용기



파손방지수목, 격납용기 손상방어수목 및 방사능누출 최소화수목이 있어

중대사고 이후의 대부분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그림 97. 안전목적 수목을 이용한 증상확인 및 관련전략 조회

○ 사고진단은 사고종류 확인, 직접적인 사고원인 확인 등의 활동을 모두 포

함하며 사고 시나리오 종류를 파악하는 일이 시나리오 DB를 이용한 진단

및 예측의 선결 조건임. 이를 위하여 RiSARD의 진단 기능을 활용하는 방

법, NN 등의 패턴분류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 EOP의 진단 결과를 조회하

는 방법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처음 두 가지 기능은 사전 타당성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그림 98. 동적 사고관리 개념도

○ 영향평가 항목은 현 단계에서 예측되는 사고진행 결과를 알기 위한 메뉴

로 PDS ET와 격납건물사건수목(CET)를 사용하여 사고의 진행 결과를 예

측함. PDS ET를 사용하면 현 사고상황과 관련된 손상군 및 확률을 얻을

수 있고, CET를 이용해 관련 방사선원항 (STC) 및 확률을 알 수 있음. 특

히 현 단계에서 PDS ET 또는 CET의 다음 정점사상까지의 예상시간을 사

고모의 또는 사고결과 검색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면, 운전원의 사고진단 및



회복전략에 필요한 가용시간 평가 및 PSA 기반 동적사고관리(그림 98 참

조)가 가능하며 효과적 전략 수립이 용이함.

그림 99. SAMG 서브메뉴 순서도

○ 전략수립 항목은 기기 및 계측기 정보의 가용성 평가, 긍정적/부정적 효과

분석, 성공경로 작성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SAMS에서는 이를 온라인

SAMG (그림 99 참조)와 연계하여 안전목적 수목 상의 안전목적 확인, 증

상 확인 및 기기상태 점검을 위한 간이 P&ID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

록 설계함.

○ 전략수행 항목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전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기 위한 메뉴로, MCR과 TSC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모의함. SAMS에서

는 전략수행을 위한 관련기기 조작 시 수동적 방식으로 조작하는 방법과

스케쥴을 작성하여 조작하는 방식을 제공함.

○ 효과적인 중대사고 훈련을 위해서 기 언급된 3D 그래픽스 및 실시간 모의

기능 이외에도 다중사용자 동시접속 및 역할분담 기능이 필요함. 이를 위

해 훈련 전용 Web 페이지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MCR/TSC의 역할 분담

및 각 제어반의 고유 기능을 분산하고 이를 취합하는 방법을 구상했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구현하지는 못함.

(3) 온라인 SAMG 연계 (의사결정 및 사고 완화 훈련)

○ 중대사고 완화전략 수행을 모의하기 위하여 중대사고관리 지침서의 온라

인 SAMG 모듈을 구동하기 위한 별도의 ‘SAMG’ 세부 메뉴를 고안함.

○ 사고단계를 경보를 통해 인식하고, 각 단계에 맞는 View Alarm/전략수행

제어도 기능을 추가함.

○ 온라인 SAMG에서는 AtomCARE 또는 발전소 현장 정보를 이용하며 내

부에 구현된 전략수행제어 논리에 따라 전략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 전략이 결정되면 하부 절차인 가용기기 점검, 전략수행 여부결정, 전략수행

방법 결정, 전략수행 및 전략종결과 같은 5단계를 수행함.



CFMS

정보

중대사고

주요변수

추출

(4) Plant Monitoring

○ 발전소 운전변수 취득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며, 안전기술원에서 개발한

AtomCARE 변수의 사용을 고려함. 이를 위해 안전기술원 담당자와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추후 AtomCARE 화면을 분석하여 관련 변수를 추출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

○ AtomCARE는 CFMS (Critical Function Monitoring System)의 개념에 따

라 발전소 감시화면을 구성하고 있음. CFMS는 발전소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안전기능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부화면을 준비하고 있으나,

중대사고의 경우 이러한 복잡한 화면구성 보다 SAMG 전략수행에 필요한

12개 변수의 현재값 및 추이가 중요함. 따라서 주요변수 추이와 현재값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에 따라 관련 경보를 발생시키는 기존의

SPDS(Safety Parameter Display System) 모듈에 AtomCARE 연계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연구됨(그림 100 참조).

(5) 중대사고 데이터 관리

○ 사고모의를 위한 기본입력 및 발전소 Parameter 입력파일 검색/수정, 초기

사고가 정해진 경우 임의의 시간대 모의에 필요한 재실행 파일 검색/저장,

훈련 위한 Snapshot 파일 관리, 사고모의 이력 데이터의 검색/저장등 기

언급된 SAMS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파일의 체계적 관리 기능이

검토됨.

○ SAMEX의 중대사고 진단 및 예측시스템인 RiSARD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사고모의 결과의 SARDB 저장 및 SARDB에 저장된 사고이력 변수

그림 100. AtomCARE-SPDS 연계 개념도



를 활용하여 사고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방안이 RiSARD/SAMS의 연계 차

원에서 검토됨.

○ RiSARD와 SAMS는 각각 다른 시스템으로 개발된 경우이므로 별도의

IPC (Inter Process Communication) 모듈을 만들어 여기서 두 모듈 간에

필요한 Data를 교환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표현됨.

다. 연구결과 및 향후 계획

실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의 진행과정을 예

측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101에서 보듯이 중대사고시 현장으로부터

전달된 발전소 안전정보로부터 RiSARD는 기인사고를 추론하는 동시에 중대사고

위해도 DB로부터 관련성이 높은 사고를 검색하게 된다. 검색결과 해당 사고에

대한 DB가 없는 경우, SAMS는 신속한 사고모의를 위하여 입력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SAMS는 SSEM 입력생성 모듈[김고려,2008d]을 내장하고 있는

데, SSEM에서는 효율적인 시나리오 생성을 위하여 2단계 PSA 결과를 이용한

다. 실제로 정점사상 (Top event)의 갯수가 n개인 경우 각 2n개의 시나리오가 발

생되지만, PSA 결과를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몇 개의 주요 시나리오로 대부분의

사고를 커버할 수 있다. 또한 시나리오 생성에 필요한 정점 사상 수도 PSA 결과

를 활용하면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어 SSEM에서는 RiSARD의 Event 정보 중

이들 주요 Event 정보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시나리오 입력을 작성한다.

그림 101. 중대사고시 발전소 거동예측 위한 모듈 적용 흐름도

마지막으로, SAMS의 사고시나리오 모의는 MAAP4 계산결과를 읽어

그래픽으로 나타낸다. MAAP4 데이터를 읽는 방법으로는 MAAP4의 결과



(Output) 데이터를 읽는 방법과 MAAP4의 Common Block 데이터를 DLL

공유메모리에 두고 이를 읽어 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MAAP4 Common

Block 변수는 대개 MAAP4 Parameter 입력파일에 정의되어 있지만,

출력변수들은 plotting 파일인 Include File에 정의되어 있음). 첫 번째 방법은

MAAP4 코드의 실행파일과 입력파일만 있으면 가능한 방법으로 라이선스

문제가 없고 MAAP4 실행결과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지만, 이벤트 제어를

위해서 재실행파일과 이벤트제어 입력을 작성하는 모듈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직접적이고 간편한 방법이지만 MAAP4

소스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SAMS의 그래픽 시뮬레이션 기능은

MAAP4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는 추후 MAAP4 실행코드의 버전 변경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개발의 용이성을 고려해 DLL 공유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MAAP4.0.6 PWR 모듈

버전의 포트란 파일들을 사용하여 MAAP-DLL을 작성하는 구조로 개발되었다.

첫 번째 방식은 추후 MAAP output 데이터의 구조 분석 및 추가 모듈 개발

등을 통해 접근이 필요하며, 기존에 개발된 CONPAS 코드의 MAAP plot

기술[AKI,1998]을 일부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5. SAMEX연계용 초기사건 진단논리표 개발

RiSARD에 탑재되는 시나리오 해석DB를 이용한 사고 진단기능 외에 발전소의

실시간 안전변수를 활용하여 사고를 진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진단체제를 구축

하기 위해 RiSARD 진단템플릿에 적용하기 위한 진단논리를 개발하였다. 즉,

RCS 냉각재상실,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이차 측 증기관파단, 급수상실, 소외전원

상실, 발전소정전사고에 대한 발전소 증상과 가용 계측기 정보를 활용한 진단표

를 개발하였으며 설계 목표는 최소한의 필수정보 (발전소 안전변수 정보 및 계통운전

정보)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간단한 절차로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성을 최대화하

는 것이다.

진단모듈의 입력정보, 출력정보, 진단논리, 및 진단 템플릿 구성을 위한 진단표

가 OPR-1000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내용은 표 36 부터 표 39에 정리되어 있고 이 중

입력정보는 발전소 안전변수 정보와 계통운전 정보로 구성된다.



안전변수 정보 계통 운전정보

Elapse Time from Reactor Trip Reactor Coolant Pump(Loop 1A)

Core Exit Temperature Reactor Coolant Pump(Loop 1B)

Core Water Level Reactor Coolant Pump(Loop 2A)

Pressurizer Pressure Reactor Coolant Pump(Loop 2B)

SG-1 Pressure Charging Flow

SG-2 Pressure Safety Injection Tank(Loop 1A)

SG-1 Water Level Safety Injection Tank(Loop 1B)

SG-2 Water Level Safety Injection Tank(Loop 2A)

Containment Pressure Safety Injection Tank(Loop 2B)

Containment Temperature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Loop 1A)

Containment Water Level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Loop 1B)

Cavity Water Level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Loop 2A)

Radiation Concentration in

Containment(Gas)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Loop 2B)

Radiation Concentration in

Containment(Iodine)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Loop 1)

Radiation Concentration in

Containment(Particle)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Loop 2)

Refueling Water Tank Water Level Auxiliary Feedwater System

Containment Spray System, Electricity

(DC, AC), Containment Isolation System

표 37. 진단모듈 출력정보 (OPR-1000 예)

출력정보 비고

Accident Type LOCA/SGTR/ESDE/LOAF/LOOP/SBO

Safety System/Component Operation

Status

LOCA Rupture Size

LOCA/ESDE Rupture Location In-Containment oe Ex-Containment

SGTR Rupture Size

Accident Progression Prediction

- Core Damage Start Time

- Induced Rupture Time (Hot Leg, SG

Hot Tube)

- RV Failure Time

- Containment Failure Time

- Decay Heat Level

Corresponding RiSARD Sequence

표 36. 진단모듈 입력정보 (OPR-1000 예)



사고종류 발전소 증상 가용 계측기 정보

LOCA

가압기 압력 및 수위 감소

RCS 과냉각도 감소

격납건물 압력 및 방사선 증가

(격납건물 내부 LOCA)

격납건물 압력 및 방사선 증가

없음 (격납건물 외부 LOCA)

• 복수기 공기추출기 고방사능

• S/G 취출수 고방사능

• S/G 액체 시료 고방사능과 고전도도

• 주증기 배관 고방사능

• 가압기 압력과 수위 감소중

• S/G 수위 증가중

SGTR

가압기 압력 및 수위 감소

RCS 과냉각도 감소

1대 SG 비정상적 수위 증가

SG간 급수유량 불일치

2차계통 방사선 증가

• 복수기 공기추출기 고방사능

• S/G 취출수 고방사능

• S/G 액체 시료 고방사능과 고전도도

• 주증기 배관 고방사능

• 가압기 압력과 수위 감소중

• S/G 수위 증가중

ESDE

RCS 과냉각도 증가

SG 압력 비정상적 감소

격납건물 압력 증가

(격납건물 내부 ESDE)

격납건물 압력 증가 없음

(격납건물 외부 ESDE)

• 1개 또는 2개의 S/G 압력 비정상적 감소

• RCS 열제거 증가로 RCS Tavg 감소중

• 터빈 트립전 전기출력 감소와 함께 S/G

증기유량 증가

• 격납건물의 온도, 압력, 습도 및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수위증가 (격납건물 내부

파열시)

• 고에너지 증기배관 파열의 증상인 큰 소음

발생 또는 증기방출

LOAF

SG 수위 감소

SG 급수유량 감소

가압기 압력 증가 및 수위 감소

(SG 재고량 고갈 후)

• S/G 수위 감소중 또는 저수위 경보 발생

• AFAS 발생

• 주급수 펌프 저유량(급수관 파단시에는

고유량 가능)

• 주급수 펌프의 입구 또는 출구 저압력

• 주급수 제어계통 오동작(주급수 제어 밸브

닫힘) 또는 MSIS 동작

• 주급수 펌프 트립 경보 발생

LOOP

C-1E 125V DC 전원 운전가능

C-1E 4.16kV 모선 운전가능

N-1E 13.8 kV RCP 모선

운전불가

• 모든 주 변압기와 대기 보조변압기의 Trip

경보

• 모든 13.8 kV AC 모선 저전압 경보

• C-1E 비상 디젤발전기 자동 기동

• 모든 RCP 운전불능 경보

• RCS 저 유량에 의한 원자로 정지 경보

• 모든 N-1E 모선에서 수전되는 기기들의

Information for SAMS Simulation Input

Graphic Display of Plant Status Interface with SAMS Graphic Tool

On line-SAMG Strategy Availability Based on System/Component Status

표 38. 진단 논리 (OPR-1000 사고종류 진단 예)



기능 상실(복수기 진공 상실 등)

• 순간적인 주제어실 AC 조명 상실 후 비상

DC 조명 점등

• 하나의 13.8kV RCP 모선이 가압되어

있더라도 과냉각 자연순환에 의한 RCS

열제거가 아루어질 때

SBO

C-1E 125V DC 전원 운전가능

C-1E 4.16kV 모선 운전불가

N-1E 13.8 kV RCP 모선

운전불가

• 주제어실 AC 조명 상실과 비상 DC 조명

점등

• 소내보조 변압기, 대기변압기 및 Class 1E

모선의 저전압 경보발생

• 모든 Class 1E 비상디젤 발전기가 부하에

전원 공급 불가능

• 13.8kV 및 4.16kV 모선의 저전압 경보발생

• 대부분 지시계의 상실

• 대부분의 핸드스위치에 전원 이용

불가능(Inoperable) 지시

표 39. 진단 템플릿 구성을 위한 진단 표 (OPR-1000 예)

사고유형

증상

LOCA

SGTR

ESDE

LOAF LOOP SBO격납건

물 내부

격납건물

외부

격납건물

내부

격납건물

외부

(사고초기)

가압기 압력 감소 ○ ○ ○

가압기 수위 감소 ○ ○ ○

RCS 과냉각도 감소 ○ ○ ○

RCS 과냉각도 증가 ○ ○

SG 압력 비정상적 감소 ○ ○

SG 수위 감소 ○

SG 급수유량 감소 ○

1대 SG 비정상적 수위 증가 ○

SG간 급수유량 불일치 ○

격납건물 압력 증가 ○ ○

2차계통 방사선 증가 ○

격납건물 방사선 증가 ○

N-1E 13.8 kV RCP 모선

운전불가
○ ○

C-1E 4.16kV 모선 운전불가 ○

(SG 냉각수 고갈 후)

가압기 압력 증가 ○ ○ ○ ○ ○

가압기 수위 감소 ○ ○ ○ ○ ○



6.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사고 진단방안 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고 진단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목표는 사고 진단 방안을 위한 인

공지능 방법론이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고,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증상 기반 사고

초기조건 진단체제를 개발하는데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방법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분석을 수행하여 우리가 원하는 값을

예측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 인공지능 이용

최적사고 관리지원 시스템(SAMEX)의 증상기반 초기 사고 진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법 (Fuzzy Neural Network, Group Method of Data Handling,

Support Vector Regression 등)을 이용한 방법론을 검토하였으며, 아래에 이들 인공지능

방법론에 관하여 간단히 서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Support Vector Classification

(SVC) 및 GMDH 방법을 적용하여 LOCA 사고의 위치를 알아내고 LOCA의 크기를 예측

하는데 적용하였다.

가. Fuzzy Neural Network (FNN)

FNN은 조건부 및 결론부의 쌍으로 구성되며, if/then으로 묘사되는 조건부 규

칙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일반 수치 데이터들은 보통 클러스터(군집)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각각의 클러스터 센터는 시스템의 동특성을 설명해주는 기본적인

퍼지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퍼지 시스템에서 임의의 번째 규

칙(Rule)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First-order Sugeno-type).

        ⋯       

     ⋯  

결론부의 값이 멤버쉽 함수에 의하지 않고 실제 실수 값이 이용되는 방법을

Sugeno Type이라 불리며, 함수 가 1차 다항식의 형태로 표현된다면 1차

Sugeno Type이라 일컫는다.  번째 클러스터 센터 ( )까지 입력 데이터 벡

터 ( )의 멤버십 함수 값 (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FNN 모델의 출력 ()은 다음과 같이 각 퍼지 규칙의 출력에 가중 함수를

적용하여 계산된다.






  



  


  



   

보통 함수 는 입력 변수들의 1차 다항식 형태로 표현되나, 퍼지 규칙의

입력부에 의해 명시된 퍼지 범위에서 퍼지 추론 계통의 출력을 적절히 묘사한다

면 어떤 함수라도 가능하다. Takagi-Sugeno-type[Takagi,1985]의 FNN 모델에서

퍼지 규칙의  번째 출력인 는 다음의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에서 보여진 FNN 모델의 출력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나.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Support Vector Machine (SVM)은 분류 및 회귀분석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

다. Support Vector Classification(SVC)는 기본적으로 2분법적 분류 (Binary

classification) 문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는 여러 개의

SVC를 이용하면 된다. 본 서술에서는 지면관계상 회귀분석에 관하여만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SVR의 기본 개념은 선형머신으로 비선형적인 관계를 학습시키

기 위하여 비선형 특성 공간으로 매핑한 후, 이 특성공간에서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SVR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Kecman,2001].

     
  



       

위의 비선형 함수의 회귀 모델은 일단 특성공간으로 매핑한 후, 선형 학습 모

델에 의해 학습되어지며, 학습 알고리즘은 Convex Functional을 최소화함으로써

SVR 모델을 최적화시킨다. 기존의 방법들은 ERM(Empirical Risk Minimization)

원리를 이용하는데 반해, SRM 방법은 경험적인 리스크와 신뢰 구간의 합으로

정의되는 리스크 R()의 최소값을 구함으로써 알고리즘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Convex Functional은 다음의 정규화 된 함수로써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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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민감도 구역을 나타내는 의 증가는 근사화의 정확도에 관한 요건의 감소를

의미하고, 지지벡터의 수를 감소시키며, 앞서 언급한 정규화 리스크 함수는 다음

의 제약적 리스크 함수로 변환된다.

    


 

  



 
 

제한조건









   ≤     ⋯  

    ≤  
   ⋯  

 
 ≥    ⋯  

위의 식들은 Lagrange multiplier technique과 Standard quadratic

programm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다음의 최종 회귀 함수를 얻을 수 있다

[Bertsekas,1982].

     
  



 
    

여기서,        는 커널 함수라 일컫는다. 
의 많은 값들은 0

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0이 아닌 값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 포인트들은 지지벡

터라 불리며, 근사치 에러 보다 크거나 같은 근사치 에러 값들을 갖는다. 그리

고 바이어스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x xxx

다. GMDH (Group Method of Data Handling) 모델

GMDH 알고리즘은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모델 또는 네트워크의 최적인

구조를 선택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데이터에서의 연관성을 찾는 방법으로 다중

회귀 모델과 유사한 데이터 구조를 사용한다. 획득된 데이터는 보통 세 개의

Subsets (training data set, checking data set, test data set) 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모델의 cross-validate를 통해 Over-fitting을 피하고 모델 정규화를 유지하

기 위함이다. GMDH 알고리즘은 기본 입력 값 {⋯ }의 비선형적인 형식

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조직화 모델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그림 102는 첫 단

계에서의 기본 입력으로부터 시작하는 GMDH 알고리즘의 분기구조를 보여준다

[Farlow,1984]. 기존의 GMDH 방법은 연속적인 근사치에 대한 각 단계에서 다음



의 일반적인 형식을 사용한다[Farlow,1984; Hild,1998, Ferreira,1999].

       
 

 

위의 ⋯ 와 같은 기준 함수의 계수 파라메타는 독립된 변수로부터 임의의

쌍  에서의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다중 복합

입출력 관계를 모델하기 위한 계층적 다중 회귀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

나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라 Ratio terms (), Trigonometric terms (sin ,
cos), Exponential terms (exp ) 등과 같은 더 복잡한 함수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GMDH 알고리즘은 Kolmogorov-Gabor 형식의 고차 다항식을 사용하

는데, Ivakhnenko polynomial이라 불리는 Kolmogorov-Gabor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Farlow,1984; Ivakhnenko,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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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입력변수 벡터,   ⋯는 Kolmogorov-Gabor

다항식의 계수 또는 가중치 벡터이다. GMDH 알고리즘은 모델구조를 결정하고

가장 중요한 입력 값에 대한 시스템 출력을 모델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더 낮은 단계에서의 다항식들에 대한 성분을 사용한다. 이는

GMDH 알고리즘이 다음세대에 도달하기 위하여 각 세대에서 더 낮은 차수 다항

식들을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훈련에 있어서 GMDH 모델이

Over-fitting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하거나, 정해진 최대 계산 시간을 초과할 때까

지 계속한다. 이 때, 구해진 기본 회귀식을 test set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예측치

인 를 구하고, 이를 Test set의 y와 비교하여 에러와 관련되는 기준 평가값 R

을 구한다. R이 작으면 구해진 회귀식의 예측능력이 우수하고, R이 크면 그것의

예측능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구해진 기준 평가값 R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값

(: 생존 임계값)보다 크면 현재의 쌍  에 의한 회귀식은 도태되고, 임계

값보다 작으면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회귀식을 트레이닝 세트의 데이터에 적용하

면 구한  값을 다음 세대의 후손 값으로 보관하고, 그것을 새로운 트레이닝 데

이터 세트로 삼는다. 이러한 과정을 독립변수의 가능한 모든 쌍에 대하여 실시한

다. 살아남은 후손들 중에서 기준 평가값 R이 제일 적은 후손을 그 세대의

Optimum fit으로 기억시키고, 그때의 기준 평가값을 m in 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하여 한 세대의 진화를 마치고, 살아남은 후손   을 다음 세대 진화를 위



한 독립변수로 간주한다. 새로 얻어진 후손들의 트레이닝 세트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의 과정을 반복하여 다음 세대로 진화를 거듭한다. 이러한 세대교체를 통

해서 보면 각 세대별 m in 값은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증가하게 된다.

GMDH 방법의 끝에서, 모든 2차 회귀 변수들은 저장되고 고차 다항식에 대해

평가된 계수는 원래 변수 ⋯ 에 도달할 때까지 GMDH 구조를 역추적 함

으로써 결정된다. Optimum fit을 생성한 세대에서의 변화는 Ivakhnenko Tree로

불리는 Tree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2
1 1 1 1( 1)1 1 ( 1)2 1 ( 1)1 1 ( 1)2 1 ( 1)1 ( 1)2k k k k k k k k k k k k kz A B z C z D z E z F z z- - - - - -= + + + + +

2 2
21 21 21 11 21 12 21 11 21 12 21 11 12z A B z C z D z E z F z z= + + + + +

2 2
11 11 11 1 11 2 11 1 11 2 11 1 2z A B x C x D x E x F x x= + + + + + 2 2

12 13 13 1 13 3 13 1 13 3 13 1 3z A B x C x D x E x F x x= + + + + +

1x 2x 3x mxL

L

L

L

1st generation

2nd generation

k-th generation

그림 102. GMDH 모델의 분기구조

위에서 서술한 GMDH 방법을 LOCA 크기를 예측하는데 적용하였다. LOCA

크기를 예측하기 위하여 이용된 신호는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가 자동정지 된 후

1분 동안의 각 측정신호의 적분신호를 이용하였다. LOCA 위치를 판별하는 알고

리즘은 SVC를 적용하였으며, 지면관계상 결과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LOCA 위치를 알아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0은 각각의 LOCA 위치에 따른

크기를 예측하는데 선택된 입력 변수와 최대 예측 에러 및 RMS 에러를 보여주

고 있다. Training data와 Test data를 비교하면 최대 에러와 RMS 에러의 차이

가 발생하는데, 이는 Test data의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Simulation data가 제공되면 이러한 차이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입력변수

로 이용된 측정신호에 측정오차가 존재할 때는 LOCA 크기 예측에 오차를 증가

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표 41은 입력변수로 이용된 신호에 측정 에러의 존재에

따른 GMDH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며,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



을 제외한 Hot-leg LOCA와 Cold-leg LOCA 시에 예측된 에러가 20%를 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LOCA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안전계통이 작동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LOCA 크기 예측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발

전소의 대부분의 안전계통은 원자로 정지 후 1분 후에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안

전계통의 작동여부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APR1400 원전에서 안전주입계통

(SIS)는 정지 후 40초, 보조급수계통(AFWS)은 60초, 격납용기 스프레이는 80초

후에 작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보조급수계통 및 격납용기 스프레이의 작동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지 후 1분 이내에 작동하는 안전주입계

통의 작동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2는 SIS 작동에 의한 GMDH

모델에 의한 LOCA 크기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데, SIS의 작동 여부에 관계없이

예측된 최대 에러와 RMS 에러가 3%를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0. GMDH 모델의 예측 에러

Selected Inputs

Training data(%) Test data(%)

Max

error

RMS

error

Max

error

RMS

error

Hot-leg

LOCA

Containment pressure

Containment temperature

Pressurizer pressure

Pressurizer water level

0.91 0.38 1.07 0.54

Cold-leg

LOCA

Containment pressure

Containment temperature

Pressurizer pressure

Pressurizer water level

0.90 0.36 0.66 0.38

SGTR

Pressurizer pressure

Core water level

Broken side S/G pressure

Broken side S/G water temp

2.00 0.81 0.98 0.72

표 41. 측정 에러의 존재에 따른 GMDH 모델의 성능

Error

(%)

Hot-leg LOCA Cold-leg LOCA SGTR

Measurement error Measurement error Measurement error

No +5% -5% Random No +5% -5% Random No +5% -5% Random

RMS

Error
0.54 5.56 5.29 11.55 0.38 4.90 4.82 10.71 0.72

17.3

3

20.3

2
23.89

Max

Error
1.07 12.50 8.14 18.22 0.66 8.36 7.07 13.65 0.98

55.6

9

112.

6
135.46



표 42. SIS 작동에 의한 GMDH 모델의 성능

Error (%)

Hot-leg LOCA Cold-leg LOCA SGTR

Safety system

actuation

Safety system

actuation

Safety system

actuation

No Yes No Yes No Yes

RMS Error 0.40 0.46 0.36 0.35 0.80 0.85

Max Error 1.07 1.57 0.90 1.15 2.02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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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적분 시간에 따라 LOCA 크기 예측치의 RMS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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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예측된 파손 크기와 상대 에러(고온관 LOCA)



그림 103은 원자로 정지 후 여러 입력신호의 일정시간의 적분 값을 GMDH 모

델의 입력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적분 시간에 따라 예측된 RMS 에러를

보여주는데, 원자로 정지 후 초기의 짧은 시간 동안 측정된 신호들의 적분 값들

을 이용하여도 LOCA 파손 크기를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4는 네 가지의 입력 변수에 대해 GMDH 모델을 이용하여 고온관 LOCA시에

예측된 파손 크기와 상대 에러를 보여준다. 또한, 그림 105와 그림 106은 고온관

LOCA의 경우 측정 에러가 존재할 때 예측된 에러와 SIS 작동할 때 예측된 에

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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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측정 에러가 존재할 때

예측된 에러(고온관 LOCA)

그림 106. SIS 작동할 때 예측된 에러

(고온관 LOCA)

라. 연구결과 및 향후 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인공지능 방법이 원전 사고를 진단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LSH,2009]. 차후년도에는 타 방법론을 실제 적용하여 성능 비교를 총

하여 우수한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며, 아울러 사고 후 시나리오의 전개과정을 인

공지능적으로 판단하여 운전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할 예정이다.

7. 확률론적 계측신호 진단모듈 PiSA 개발

가. 연구수행 배경

원자력발전소의 격납 건물 내에서는 직접적인 열에 의한 중대사고, 설계 기준



사고 또는 공기 냉각 장치의 손실 사고 등에 의해서 고온의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고열의 발생으로 인하여 격납 용기 내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계측기기 회로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NUREG,1992].

SECY-90-016[SECY,1990], SECY-93-087[SECY,1993]에 따른 USNRC의 사용자

권고에 따라 원전 중대사고시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를 위한 EPRI TR-103412

방법론[Horn,1993]은 MAAP 코드 결과와 계산된 환경 데이터와 계측기의

EQ(equipment qualification) 또는 최대 측정범위를 비교하여 계측기 생존성을 확

인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방법은 계측기기의 과도 상태에서 신호의

오류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량적 사고관리 대처방안으로는 미흡하여 아직까지 그

한계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상기의 연구 배경과

사고에 따른 대처의 1단계 방안으로 비정상 모의 신호 분석용 ASSA(Abnormal

Signal Simulation Analysis) 모듈을 개발하였고, 이어서 2단계 방안으로 확장된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오류진단 알고리즘이 연계된

PiSA(Probabilistic Instrument Signal Analyzer) 모듈을 구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1단계 방안의 중심 내용과 더블어 2단계 방안을 함께 다루었

으며, 특별히 2단계 방안으로 PiSA 모듈의 개발 과정과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다

루기로 한다. PiSA 모듈의 기본 원리는 ASSA 모듈의 기본 구조의 틀을 유지

하면서 온도 특성을 가진 등가 회로로부터 회로 요소의 최소단위인 기기소자

(Component)을 전기특성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들 구성원은 전기 특성을 가지는

저항, 콘덴서, 코일의 수동의 3대 소자로서 오류 원인 즉 환경 온도 함수 변화에

대한 전기 출력 함수가 비정상 신호의 결과로서 이들 신호의 분석은 새로운 확

률론적 오류 진단 방법 및 최적의 알고리즘의 구현으로 수행 된다. 결과적으로

중대사고시 과도신호 분석에 따른 개선된 정보를 제공하는 PiSA의 모듈의 결과는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SAMEX와 연계하여 활용될 예정으로 있다.

나. ASSA 모듈 체제 개발

TMI 사고 이후 제정된 SECY 89-012[SECY,1989] “사고관리 규제 및 연구 프

로그램에 대한 관리자 계획” 요구 절차에 따라 USNRC는 “원전 중대사고시 계

측기의 생존성 평가 능력과 계기의 성능개선”란 명제로 원전의 사고관리 대처방

안을 권고하게 되었다. 상기 권고에 근거해서, 국내외 최초로 중대사고 환경(온

도) 변화에 대한 계측기기의 과도기적 신호 해석을 통해서 정량적인 오류 신호

모의 기술과 그 결과 모의 데이터의 양상을 근간으로 오류 신호의 진단 분석이

가능한 전용 모듈을 개발하였다. 본 ASSA 모듈 체제 기술은 미국의 EPRI에서



정성적 결과를 더하여 새로운 신호처리 기술로서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기술을 접목한 정량적 오류 신호 진단 및 분석 기능을 가지며, 현재

까지 그 이상 진보된 정량적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 차후 원전 중대사고의 대

처방안으로 본 전용 모듈을 설치하므로 계측 시스템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림 107은 ASSA 모듈의 초기 화면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07. ASSA 모듈의 초기 화면 구성도

(1) 주요 배경기술

본 기술은 EPRI TR-103412 보고서의 정성적 단순비교 성능평가 방법론에서

탈피해 새로운 DSP 기술을 기반으로 예비 해석과 계측기 생존성 평가 방법론을

확대 적용한 유일한 KAERI-ASSA 전용 모듈로서 보다 정확한 정량적 평가 방

법론을 적용하게 된다. 즉, 중대사고시 환경조건에서 회로 소자(Component) 성능

변화에 대한 오류 및 비정상 신호패턴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

며, 오류 및 비정상 신호에 대한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오류신

호 응답특성 진단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본 모듈 시스템 응답특성의 결과는 현

장의 계측기기 소자들의 시스템 함수로서 비교 평가하여, 실제 사고환경(온도)에

영향을 받는 소자의 변화량에 대한 실시간 정량적 진단이 가능하게 된다. 계측기

생존성 평가 방법론 적용을 위한 사고 환경 범위는 검증기기 EQ 3단계 영역과

중대사고 MAAP 코드의 5단계 시나리오 영역에서 확대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게



되며, 예시된 명령 체계로 개발된 ASSA 모듈의 주요 명령메뉴로서 선택된 메뉴

에 따라 계측기기 생존성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며, 계측기기의 필요정보,

검증기기 EQ 정보 및 중대사고 코드 MAAP의 사고 환경변수(온도에 국한함)를

5단계 구간범위에서 기기 상태 (만족, 불만족)를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림 108에서

는 ASSA의 R2 소자 변화에 대한 입출력 신호 변화 특성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8. ASSA에서 R2 소자 변화에 대한 입출력 신호 변화 특성(예)

그림 109. ASSA 시스템의 단계별 전체 구성도



상기 목적에 부합한 ASSA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EPRI

TR-103412[Horn,1993]에 준한 1단계의 계측기 생존성 평가 단계와 EPRI

TR-102371[Negin,1993]에 준한 2단계의 계측기 성능 개선 단계를 포함한

KAERI-TR-3386/2007[KooKM,2007]에 준한 3단계의 비정상 신호 분석 및 진단

단계로 구성되며, 그림 109는 ASSA 시스템의 단계별 전체 구성도를 나타낸다

[KooKM,2008a; KooKM,2008b; KooKM,2008c; KooKM,2008d; KooKM,2008e]. 상

기 구성도를 가지는 ASSA 시스템의 3단계 기술은 일체형 명령 체계(One-body

order system)인 오류 분석 및 진단 단계이며, 특별히 현장 계기와 접속

(Interface)이 용이한 체계로 설계되었다[KooKM,2003; KooKM,2004].

그림 110. ASSA 모듈의 DSP 전체 기능

원전 계측기 생존성 평가 및 성능 개선의 방법론은 DSP 진단 분석 기술과 융

화된 기술로서 엔진 기능의 신호 모의 기능과 툴 기능인 신호 진단 분석 기능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일체형 명령 시스템 체계화로 현장 적용까지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림 110은 ASSA 모듈의 DSP 전체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

며, 그림 111은 일체형 ASSA 모듈의 비정상 신호의 분석화면을 보여준다. 본 기

술은 원전 중대사고시 계측 시스템의 오류 신호 해석의 대처 방안으로 최초의

유일한 정량적 신호 진단 분석 체계 기술이 될 것이다.



그림 111. 일체형 ASSA 모듈의 비정상 신호의 분석화면

그림 112. 콘덴서 소자 변화에 따른

비정상 신호 양상

그림 113. 주파수 변환 3D

진폭 분석

그림 112는 엔진 코드를 이용한 콘덴서 소자 변화에 따른 비정상 신호 변

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113은 분석 툴 코드를 이용한 시간 영

역의 신호 양상을 주기적 관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주파수 변환 3D 진폭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 4~20mA R-L-C 등가 회로에서 소자 변화량 상관식 유도

저항(R2) 소자의 온도(T), 진폭(V0), 상관식 유도 (그림 114 및 표 43 참조) :

출력전압의 진폭(V0)와 온도(T)의 상관식은 식(1)과 같다. 식(1)로 부터 R2의 변

화량에 따른 온도(T)의 변화량의 상관식은 식(2)와 같다. 그림 114(a)는 R2 소자

의 온도(T) 변화-출력(V0) 진폭 관계 특성, 그림 114(b)는 R2 소자의 저항(R) 변

화-온도(T) 변화 관계 특성, 그림 114(c)는 R2 소자의 저항(R) 변화 - 출력(V0)

진폭 관계 특성을 나타낸다. 표 43에는 실제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 R2 소자의



변화량을 테이블로 나타내었다.

(a) R2온도-V0진폭 관계 (b) R2저항-온도 관계 (c) R2저항-V0진폭 관계

그림 114. R-L-C 등가 회로에서 온도-저항-진폭 상관관계

표 43. 실제 온도 변화에 대한

저항 R2소자의 변화
R-L-C 등가 회로에서 소자 변화량 상관식

C1 소자의 온도(T)와 시정수(TC: Time Constant) 상관식 유도 : C1 값 33nF

~33mF 변화 범위에 따른 시정수 t 상관식은 식(3)과 같다. 이때 t 상관식은 시정

수 중 상승시간(Rising Time)이고, 이때 C1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그림 115는

C1 소자의 변화량에 따른 시정수 (상승, 하강, 대역폭) 변화량, 그림 116은 그림

115의 시정수 변화량에 따른 특선 곡선으로 선형 근사한 결과 값을 나타낸다.



그림 115. C1 소자의 변화량에 따른

시정수 변화량

그림 116. C1 소자의 변화량에 따른

시정수 변화량 특성곡선

(3) 비정상 신호 모의 분석기의 출력 정보 검출

ASSA V.0 출력신호는 정상적인 파형과 비정상적인 파형으로 구분하고 정상신

호는 표준 펄스 신호[Jones,2008]를 포함한다. 또한, 비정상 신호의 파형은 R(저

항), L(코일), C(콘덴서) 등가회로의 변화량에 따른 표준 펄스신호의 상승시간,

하강시간, 펄스폭, 펄스 반복율 등을 비교한 모수 변화량을 비교 점검한다. 다음

으로 비정상 신호의 파형은 정상 R-L-C 등가회로의 변화량과 합성 잡음 등의

모수 변화량을 정량화 하고. 그 변화량의 값을 이용한 필터 함수로서 적용하여

개선된 출력 신호를 얻게 된다. 표 44는 동영상 위치 채널에 따른 대응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표 44. 동영상 위치 채널에 따른 대응 정보

그림

CH 1

정상적인 파형

( 표준 펄스 신호)

정상적인 파형의 주파수

영역신호

상 중 하 출력

레벨 표시

그림

CH 2

60hz 잡음 + 표준 펄스

합성 신호

저역 여파 계수에 따른

신호 개선 출력 신호

(출력 레벨이 약 1V (0.58V)

에서 최대 개선 신호 출력)

상 중 하 출력

레벨 표시

그림

CH 3

비주기성 임펄스 잡음 신호 +

4~20mA DC 측정 합성신호

대역 여파 계수에 따른

신호 개선 출력 신호

상 중 하 출력

레벨 표시

그림

CH 4
4~20mA DC 측정 출력신호

Red: 예상치 초과 경고 알람 신호 경고

Green : 정상 신호 무 경고

Blue: 예상치 이하 경고 알람 신호 경고



EPRI TR-102371 보고서에 제시된 기능과 KAERI-ASSA 모듈 기능과의 차이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성능

제품 구분

정량적 기능

PSpice Engine 상위 버전 기능 LabVIEW Tool 기능

온도변화

/출력 신호

변화량

소자

변화/출력신

호 변화량

비정상 신호

Validation

기능

비정상 신호

처리/분석/복원

등가회로

전달함수

평가

EPRI 성능 일부 가능 일부 가능 불가 불가 불가

ASSA 성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표 45. EPRI 연구보고서와 본 연구(ASSA)의 정량적 기능 비교표

다. 확룰론적 모듈 PiSA 체제 개발

(1) 연구수행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먼저 모의 등가회로에 대한 네가티브 펄스파(Negative

pulse)의 과도상태를 분석하여 오류 원인의 파악 및 개선이 가능한 확률론적 오

류 진단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호모의 기능과 함께 ASSA 모듈 체

제에서 확장된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오류 진단 알고리즘과 연계

된 PiSA 모듈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림 117은 PISA 개발 체계 및 요소 기술을

나타낸다.

모의 회로
(I) 체계

Multi-SIM
엔진 코드

Negative
Pulse

Generator

과도 신호
(비정상 

신호)

LabVIEW
신호 분석
(II) 체계

(접근 공정 정보: API) 
- 펄스 시정수 측정
1)상승시간 시정수
2)하강시간 시정수
3)대역폭 변수
- 구성소자 특성  

확률 오류 진
단 알고리즘

(III) 체계

그림 117. PiSA 개발 체계 및 요소 기술

상기 확률론적 오류 진단 시스템은 원전 사고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오류 진

단 시스템에 있어서, 4-20mA 계측기기의 회로 구성원에 대한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하고, 모의 등가회로로부터 온도 변화에 따른 모의 신호를 획득하는 등가회

로 모델링부와 등가회로 모델링부에서 획득한 모의 신호를 분석하고 모의 신호

에 따른 접근 공정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 분석부 및, 모의 신호와 접근 공정 정

보를 연계한 확률론적 오류 진단 알고리즘을 통해 회로 구성원의 다중 구성소자

의 상태 전이와 시스템 상태를 추산하게 되며, 본 기능은 비정상 신호에 대한 확

률 오류 진단을 수행하는 오류 진단부를 포함하게 된다.

(2) 이론 및 배경기술

현재까지 사고 대처 방안으로 제시된 결과들은 환경 모의 툴 코드의 단순 기

능을 적용한 것으로서 환경 조건에 따른 일부 계측기기 등가회로의 오류 점검을

정성적 한계의 범위로 기술한 EPRI-102371과 상기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의 제시 정도로 제한되었다. 통상 원전 격납건물내에서는 온

도 특성을 가지는 계측기기 회로의 수동 구성소자인 저항(Resistance), 콘덴서

(Capacitance), 코일(Inductance)등의 물리적 변화 특성은 불완전한 전이 상태

(Transient state)로부터 등가회로 시스템의 전이 상태( x& )와 연계하여 출력의 관

측 정보(y)는 오류상태의 비정상 신호가 발생된다. 이때, 회로 구성원( c& )은 다중

기기(Multi-components) 소자로 구성될 경우 한 시점(t)에서 관측정보(y)의 조건

확률 수식 체계로 놓을 수 있고, 이 수식 체계는 베이지 이론(Bayes rule)을 적

용하여 채프먼-콜모고로프(Chapman-Kolmogoloff) 방정식과 칼만 여파기

(Kalman filter)의 해로서 시스템의 상태 예측과 추산의 연속 절차에 따라서 참

값에 근접하게 된다.

이때, 조건 확률(p(c,t|y))은 시점(t)에서 불확실 관측 조건(y)을 통해서 기기들

의 오류 상태(c)의 확률론적 상태 진단과 연계하여 시스템 상태( x& )를 추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시스템의 상태 추정은 단일기기와 다중기기로 구분하게 되고, 다

중기기의 전개식은 자코비안 메트릭스(Mc)인 mc,li=(∂yl/∂ci) 관계식으로 ci 다

중 기기에 대한 yi 다중 관측에 연계된 감도 계수로 나타내며, 이 결과로부터 다

중기기의 상호 시스템적 진단 분석의 상승효과를 얻기 위한 확률론적 진단 체계

의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전체 체계를 구성하는 틀은 초기의 생

존성 평가의 틀과 이를 포함한 평가 후 불만족 대처방안의 계측기기 성능개선의

틀로서 모의 등가회로의 체계와 이 체계로부터 오류신호의 분석 체계와 이를 병

행하여 오류 진단 알고리즘 적용을 위한 확률론적 관계식의 체계로서 구분하게

된다. 이때 모의 등가회로 체계로부터 접근 적용이 가능한 공정 정보(API:



Available Processing Information)를 얻게 되며, 이때 공정 정보는 모의 등가회

의 구성소자(c)의 고유 온도 특성 데이터와 고유 온도 특성 데이터에 따른 입력

과 출력의 특성(h(x)+v(t))에 따라 불확실성의 관측된 측정 정보(y) 등이 함께 포

함된다. 이들 필요 공정 정보를 적절히 적용하게 되면, 확률론 수식 체계는 베이

지안 이론에 따른 채프먼-콜모고로프 방정식과 칼만 여파기의 해로서 오류 검출

및 진단을 정보를 얻게 된다.

상기 절차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고온도 환경에 기인하는 계측기기

회로 상태 특성 및 구성 소자의 물리적 온도 변화 영향에 따라 회로 소자의 전

이 상태( c& )는 회로 시스템의 과도 상태( x& )를 유발하게 된다. 이들 회로시스템의

과도 전이 상태( x& )는 조건 확률 진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출력 시스템의 오류

관측( y& ) 정보를 통하여 오류 회로의 원인을 임의 시점(t)에서 예측(Prediction)과

추산(Estimation)의 연속적 보정으로 참값에 가깝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며, 이들

진단 분석 방법은 현장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기술로 요구되었다. 그림 118은 선

형 Dynamic 시스템의 상태를 추산하기 위한 예측과 수정의 순환 데이터 처리

단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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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예측/수정 반복과정을 통한 선형 Dynamic 시스템 상태 추정

(3) 연구수행 내용

본 연구의 확률론적 오류 진단 시스템은 원전 사고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오

류 진단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계측기기의 회로 구성원에 대한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하고 상기 모의 등가회로로부터 온도 변화에 따른 모의 신호를 획득하는 등

가회로 모델링부와 상기 등가회로 모델링부에서 획득한 모의 신호를 분석하여

상기 모의 신호에 따른 접근 공정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 분석부 및, 상기 모의

신호와 접근 공정 정보를 연계한 확률론적 오류 진단 알고리즘을 통해 상기 회

로 구성원의 다중 구성소자의 상태 전이와 시스템 상태를 추산하여 상기 계측기

기의 비정상 신호에 대한 확률 오류 진단을 수행하는 오류 진단부를 포함한다.

이때, 상기 등가회로 모델링부는, 네가티브 펄스를 발생하는 입력파 발생부를 포

함하고, 상기 네가티브 펄스를 상기 모의 등가회로의 입력단에 입력하여 모의 등

가회로로부터 네가티브 펄스에 대한 과도 상태의 모의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신호 분석부는, 상기 회로 소자의 온도 변화에 따라 시정수의 변화

량을 추산하는 시정수 추산 기능, 상기 시정수 변화량에 따라 소자 변화량을 추

산하는 소자 추산 기능, 소자 변화량에 따라 상기 계측기기에 대한 사고 조건을

분석하는 사고 분석 기능, 접근 공정 정보를 검증하는 신호처리 결과 검증 기능,

계측기기에 대한 생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기 계측기기의 비정상 조건을 분류

및 평가하는 기능, 계측기기와 접속 가능한 입출력 접속(I/O interface) 기능, 상

기 모의 신호의 오류 범위에 따라 정량적 분석을 통해 모의 신호를 정상 상태의

신호로 복원하는 신호 복원 기능을 포함한다. 오류 진단부의 경우 한편으로는 등

가회로 모델링부와 신호 분석부의 연동을 위하여 일체형 코드 명령 체계를 이용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확률론 수식 체계 베이지안 이론에 따른 채프먼-콜모고로

프방정식과 칼만 여파기 알고리즘을 연계하여 다중 구성소자의 상태 전이와 시

스템 상태를 추산한다. 본 연구의 확률론적 오류 진단 방법은 원전 사고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오류 진단 방법에 있어서, 계측기기의 회로 구성원에 대한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하고 모의 등가회로로부터 온도 변화에 따른 모의 신호를 획득

하는 제1단계로서 획득한 모의 신호를 분석하여 모의 신호에 따른 접근 공정 정

보를 제공하는 제2단계 및 상기 모의 신호와 접근 공정 정보를 연계한 확률론적

오류 진단 알고리즘을 통해 회로 구성원의 다중 구성소자의 상태 전이와 시스템

상태를 추산하여 계측기기의 비정상 신호에 대한 확률 오류 진단을 수행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게 된다.

(가) PISA 요소 기술

확대된 DSP 기술을 이용한 비정상 오류신호의 정량적 분석 및 EQ의 규격을

초과하는 중대사고 환경(온도)의 극한 변화 모델링에 의한 모의 및 실제실험 DB



구축, 극한 온도 응답특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비교, 상세분석 기술, 환경(온

도)변화, 소자변화, 출력신호 변수 변화에 따른 상관식 유도 등으로 요소 기술을

구분 한다. 확률론적 계측기기 성능 평가 체제의 신 모델 알고리즘 개발과 연계

한 실용성을 고려한 PiSA 개발과 관련하여 다중 기기 시스템 해석을 조건 확률

이론을 적용한 오류 분석 기술 도입 및 베이지안 확률이론에 기초한 채프먼-콜

모고로프 방정식 해석과 적응 칼만(Adaptive Kalman) 여파기를 적용한 기기 과

도변화에 대한 확률밀도함수 분석 및 접근가능성 공정 정보(API) 검토 등으로

구분하게 되며 다음 정보를 포함 한다

○ 수학적 시스템 모델링 : 등가회로 수학적 모델링 및 필요정보 분석

○ 원전 (고유) 기기 데이터 : OPR-1000 계측기기 (고유) 정보 분석에 따른

PiSA 펄스 추산기 기능 설계

(나) PiSA 시험판-칼만필터 연계 기술

변수 추산기 기능을 적용한 칼만 필터의 설계 구현을 위해서 선형 동적시스템

의 상태를 추산하기 위한 순환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검토하고 시스템의 상태

는 시스템 성질을 기술하는 n 변수로 구성된 벡터 x 시스템 상태 추정을 위해

서, 칼만 필터는 시스템의 출력 측정(y)을 한다. 이때 측정은 잡음과 함께 시스템

의 상태와 선형성 관계식 유도 예측-수정 베이시안 상태 추정기 시스템 동력을

베이스로 선 예측과 계측에 의해서 예측 후 수정하는 상태 추산 Belief 계산식을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계측기 등가회로의 y 공정 변수 출력 결과로부터 소자 c

등가회로의 수동 소자의 상태를 분석하게 된다. PiSA 시험판-칼만필터 연계한

확보 기술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건 확률을 적용한 시스템 x 상태 분석과 신개념 알고리즘을 적용한 계측

신호의 진단 기술 확보

○ MatLAB을 이용한 C-K 조건 확률 시스템 진단 최적 알고리즘 설계

○ DSP 필터시스템 체계인 Adaptive Blind Deconvolution 개념 도입과 MatLab

적용 검토 및 FIR Adaptive 필터를 사용하여 관찰된 출력 근사화 기술

○ System Modeling 방법 연구: Adaptive Equalizer Filter System 구조 검토

○ FIR 필터 시스템 체계로서 MatLab (FIR 필터) 적응 Kalman 필터 설계

○ PiSA-SAMEX 연계방안: PiSA-SAMEX 연계를 위한 관련 요소기술 검토하



였으며, 그림 119는 시스템 최적상태의 연속상태 추정 process와 오류 시스템

모델과 관측오차, PDF 가성검증 과정, 그리고 그림 120은 PiSA-SAMEX 연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9. 선형 Dynamic 시스템 최적상태 추정 및 오차 검증 과정

그림 120. PiSA-SAMEX 연계 체제



(다) 연구수행 결과 및 향후 계획

본 연구 결과, 온도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불만족한 계측기기에 대한 온도 특성

을 가지는 모의 등가회로를 구성한 비정상 신호를 분석이 가능함으로써 사고 관

리 계획의 중요 사항인 계측 기기의 생존성 평가에 대처 방안으로 중대사고 환

경 조건에서 발전소 계측기기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계측기기의 사고관리에 대한 대처방안의 1단계로서 ASSA 모

듈을 개발하였고[구길모,2007], 2단계로서 확률론적 관계식의 알고리즘을 구축하

는 체계와 모의 등가회로의 체계, 비정상 신호 분석의 연계 체계로 구성되는

PiSA 모듈을 개발[구길모,2008]하여 사고 발생시 계측기기의 개선된 확률론적 오

류 진단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들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율 증가와 더불어 확률론적 안전 적용 기술의

향상은 원자력 발전 분야의 중요한 화두로서 부각되고 있는 바, 사고 관리 계획

의 중요한 사항인 계측기기의 생존성 평가 도구에 부합하며 정확도를 갖는 평가

방법 및 장치로 개발하였다. 특히, 상기 적용 오류 분석 기술이나 분석 장치는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비 모의실험을 통하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상 조건에서 벋어나 점진적인 비정상 조건에 대한 오류 상태를 정성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오류 여부 판정의 신뢰도과 같은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면, 상기 평가 방법은 현장에서 설치된 계측기기와 쉽게 연

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연구목표
달성도

(%)

○ L2 리스크 최적평가 기술 개발 분야 100

∙불확실성

저감분야 도출 및

평가기술 개발

∙LRF 불확실성 저감 및 품질개선 분야 8개 도출

∙Level 1/2 통합방법 이용 1/2단계 연계기술 확보(PDS

ET-PDS-LRF)

∙정량적 평가를 위한 중대사고 코드 MAAP 및

MELCOR 1.8.6 입력 최적화 모델링

∙표준원전 대상 MAAP/MELCOR 기반 Level 2

불확실성 분석 시범 적용

∙MAAP기반

중대사고 불확실성

평가체제 구축

∙기존 현상학적 불확실성 평가체제 검토를 통한

MAAP기반 불확실성 평가코드 SAUNA 1.0 개발

∙표준원전 시범적용을 통한 SAUNA 검증 및

개선안 도출

∙LRF 최적 평가

모델 (PRiME-L2)

시범용 개발

∙LRF 불확실성 저감 및 개선기술 반영 PRiME-L2

시범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PRiME-L2 시범모델 개선 및 불확실성 평가결과

반영방안 마련

○ L2 리스크 연계/대체척도 개발 분야 100

∙LRF-소외리스크

연계 척도 개발

∙리스크정보활용 및 성능목표 설정 기반을 위한 Level

2-3 연계체제 구축

∙Level 3 코드 MACCS2 분석을 통한

LERF-소외리스크 사이의 정량적 연계척도 (Correlation)

제시

∙LRF 대체 척도

개발

∙빈도-피폭량(Dose) 중심의 Level 2 리스크 신규

척도 SiRD 개발 및 국내 대표 노형(PWR/PHWR)에

적용을 통한 기존척도 LERF와 정량적 비교

∙미반영 방사성핵종 추가를 통한 SiRD 개선 및 활용성

확보

○ 최적 사고관리 기술/체제 개발 분야 100

∙최적 사고관리 ∙국내외 사고관리 기술 및 지원시스템 개발현황 검토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성과 활용계획

제 1 절 연구목표 달성도



수행 방법론 개발

및 요약정리

∙최적 사고관리 지원시스템 (SAMEX) 개념정립 및

구성요소들의 연계/통합/활용 방안 설계

∙최적 사고관리

진단/예측 시스템

요소모듈 개발

∙증상기반 사고 초기사건 진단 논리표 (Mapping table)

및 SVM 방법을 이용한 냉각재상실사고 진단방법론

개발

∙L2 리스크 정보 및 중대사고 해석DB 기반 사고

진단/예측 시스템 RiSARD 1.0 개발

∙MAAP기반 중대사고 진행 모의/예측 가능한

시뮬레이터 SAMS 1.0 개발

∙MAAP 사고경위 입력생성 지원 모듈 SSEM 1.0 개발

∙사고관리연계 확률론적 비정상 계측신호 진단모듈

PiSA 설계 및 요소기술 개발 (1단계로 종료)

∙최적 사고관리

방안 개발용

사고해석 DB

SARDB 구축

(시범용)

∙중대사고 해석 DB-SAMEX 연계체제 설계

∙MAAP기반 중대사고 해석 시범DB 구축 3종

(대형/중형/소형 LOCA)

∙SAMEX연계 중대사고 해석 DB 생산용

MAAP/MELCOR 코드 표준입력 작성

∙표준원전 대상 사고 시나리오 및 중대사고

해석코드별 DB구축

총계 100

제 2 절 연구 성과물 목록

1. 연구 성과물 (총괄)

구 분

1차년도

(2007.3～2008.2)

2차년도

(2008.3～2009.2)

3차년도

(2009.3～2010.2)

합계

(단위:건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논문게재 4 5 2 6 2 15

논문발표 9 8 4 8 7 8 20 24

특허출원 2 1 1 3 1

특허등록 0

프로그램등록 3 8 3 14

기술이전 5 3 8



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

(회의)

연도/

권/호

주관

단체

주

연구

자

국내

게재

1

Application of a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to manage a

SGTR Accident in the Wolsong

plants

NET

(SCIE)

2009,

Vol. 41

No.1

KNS 진영호

2
Development of Desktop Severe

Accident Training Simulator

NET

(SCIE)

게재승인

(2009.9)
KNS 김고려

발표

1

Mitigating Capability Analysis during

LOCA for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s in Containment

Integrity

KNS

춘계
2007.5 KNS 최영

2

The MIDAS Computer Code through

an Integration of the Restructured

MELCOR

KNS

춘계
2007.5 KNS 박선희

3
CNDDU-6 원전 중대사고시 수소생성

및 연소 특성

KNS

춘계
2007.5 KNS 박수용

4

고온도 사고조건에서 등가회로

모델링내에 R-C 수동소자의 변화에

대한 비정상 신호분석

KNS

춘계
2007.5 KNS 구길모

5

A Demonstration of Level-2 Risk

Uncertainty Decreasing Efforts for a

Phenomenological Accident

Progression Prediction

KNS

춘계
2007.5 KNS 송용만

6

Validation of the Severe Accident

Management Guidance for Wolsong

Plants

KNS

춘계
2007.5 KNS 진영호

7
Level-2 PSA 고품질화 및 활용체제

구축 위한 차기 연구 전략

안전해석

심포지엄
2007.6 KINS 송용만

8 중수로 사고관리전략 효과분석
안전해석

심포지엄
2007.6 KINS 박수용

9

An Improvement of the MIDAS

Computer Code for a Point-Kinetics

Model

KNS

추계
2007.10 KNS 박선희

10 한국표준형원전 Level 2 PSA 재평가
한국안전학

회 춘계
2008.6 KNS 진영호

11 A Development of Base Technology KNS 2008.10 KNS 송용만

2. 연구 성과물 (세부목록)

가. 논문게재 및 발표



for a Level 2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추계

12
The Uncertainty Test for the MAAP

Computer Code

KNS

추계
2008.10 KNS 박선희

13

Developing a methodology for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LERF and early fatality

KNS

추계
2008.10 KNS

강경민

(위탁)

14

위험도정보규제를 위한

대량조기누출빈도(LERF) 성능척도

개발

KAIF/KNS

Annual

Meeting

2009.4 KNS
강경민

(위탁)

15

Design of a MAAP Specific Scenario

Input Generation Module for a

Systematic Analysis of Severe

Accident Progression

KNS

춘계
2009.5 KNS 김고려

16
고온 사고 조건을 고려한 4~20mA

등가회로의 비정상 신호분석

KNS

춘계
2009.5 KNS 구길모

17

Design of the Database and

Simulator Supported Severe Accident

Management System

KNS

춘계
2009.5 KNS 박수용

18 미래 수요 대비 PSA 연구방향
안전해석

심포지움
2009.6 KINS 안광일

19

A preliminary uncertainty analysis of

phenomenological inputs employed in

MAAP code using the SAUNA

System

KNS

추계

2009.10

(발표확정

)

KNS 박선희

20

Development of the Ulchin 3&4

MELCOR 1.8.6 Model for

Phenomenological Uncertainty

Analysis in Level 2 PSA

KNS

추계

2009.10

(발표확정

)

KNS
정건효

(위탁)

국외 게재

1

An Investigation of an In-Vessel

Corium Retention Strategy for the

Wolsong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Plants

NT

(SCI)

2007,

Vol. 158,

No.1

ANS 박수용

2

An evaluation of a general venting

strategy in a CANDU 6 reactor

building

ANE

(SCI)

2007,

Vol. 34,

No.8

Elsevier

Ltd.
김시달

3

Development and Analysis of LOCA

Sequences for Severe Accident Risk

Database

NED

(SCI)

2008,

Vol. 238,

No.4

Elsevier

Ltd.
최영

4

Time Evolving Simulation of a

Realistic In-containment Source Term

During Hypothetical Accidents

JNST

(SCI)

2008,

JNST

Sup. 5

JNS 송용만

5

Comparative Analysis of a Fission

Product Behavior during Severe

Accidents for a Typical PLWR and

JNST

(SCI)

2008,

JNST

Sup. 5

JNS 박수용



PHWR

6

An Estimation of an Uncertainty

Caused by a Direct Propagation of

the Level 1 ET Sequence Cut Sets

into Level 2 Risk

ANE

(SCI)

2008,

Vol. 35,

No.7

Elsevier

Ltd.
안광일

7

Treatment of complementary events

in constructing the linked Level 1

and Level 2 fault trees

NED

(SCI)

2009,

Vol.239,

No.4

Elsevier

Ltd.
안광일

8

Development of a Risk-informed

Accident Diagnosis and Prognosis

System to Support Severe Accident

Management

NED

(SCI)

2009,

Vol.239,

No.10

Elsevier

Ltd.
안광일

9

An Improvement of the MIDAS

Computer Code for a Gap Cooling

Model

ANS

Transaction

2007,

Vol.97
ANS 박선희

10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isk

Informed Level-2 Simulator

ANS

Transaction

2007,

Vol.97
ANS 김고려

11

Methodology for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and early fatality

ANS

Transaction

2008,

Vol.99
ANS

강경민

(위탁)

12

Design of an Accident Identification

and Prediction System to Support

Severe Accident Management

Activities at NPP

ANS

Transaction

2009,

Vol.100
ANS 김고려

13

A Study on Estimating RCS

Creep-Rupture Failure Probability in

Station Blackout Severe Accident

ANS

Transaction

2009,

Vol.100
ANS

방영석

(위탁)

14
Development of severe accident

uncertainty analysis system, SAUNA

ANS

Transaction

2009,

Vol.101
ANS 박선희

15

Development of a framework for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in

Level 2 PSA

ANS

Transaction

2009,

Vol.101
ANS

방영석

(위탁)

발표

1

An Improvement of the MIDAS

Computer Code for a Severe Accident

Simulation (Point Kinetics)

WiN Global 2007.4
인도네시

아
박선희

2

A Demonstration of a 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by Using a Database

in KOREA

WiN Global 2007.4
인도네시

아
송용만

3

원전 고온 사고 조건에서 4~2mA

R-L-C 등가회로 모델링의 R-C 수동

소자 변화에 대한 출력 신호 분석

ICAPP

2007
2007.5 프랑스 구길모

4

Time Evolving Simulation of a

Realistic In-containment Source Term

During Hypothetical Accidents

ISORD-4 2007.7 한국 송용만

5 PLWR 및 PHWR 원전 중대사고시 ISORD-4 2007.7 한국 박수용



핵분열생성물 거동 비교분석

6

Uncertainty Bound due to the PDS

Approximation of the Level 1 ET

Sequence Cut Sets

SMiRT-19 2007.8 캐나다 안광일

7
Comparison of source terms for

SGTR accidents in CANDU 6 plants
WORTH-3 2007.8 중국 진영호

8

An Introduction on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For a Optimized Severe Accident

Management in Korea

IAEA

Topical

Meeting

2007.10
IAEA

(한국)
송용만

9

Response analysis from transient

signal for validation of R-L-C

passive elements under high

temperature accident condition in

NPPs

ICONE-18 2008.5 미국 구길모

10

Design of a Software Training

System for Severe Accident

Mitigation of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s

ICAPP

2008
2008.6 미국 김고려

11

Radiation source terms assessment

for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LERF and early fatality

PSAM-9 2008.6 홍콩
강경민

(위탁)

12

Design for an Abnormal Signal

Simulation Analysis (ASSA) Module

for a Response Analysis of the

4~20mA Electrical Signals under

Severe Nuclear Accident Conditions

CCCT

2008
2008.7 미국 구길모

13

Implementation of a Concept for a

Risk-informed Diagnosis and

Prognosis of Plant States through the

RISARD System

PSA

2008
2008.9

ANS

(미국)
안광일

14
The Uncertainty Template for MAAP

Computer Code
NUTHOS-7 2008.10 한국 박선희

15

Temperature Characteristic Analysis

Procedure of the ASSA through

Circuit Simulation and Diagnosis

Methods by using Specific Signal

Processing

NUTHOS-7 2008.10 한국 구길모

16
CANDU6 발전소 원자로 건물내에서

수소 분포 예측
NTHAS-6 2008.11

JNS

(일본)
진영호

17
Development of Simplified Risk

Measure based on Dose (SiRD)
KJPSA-10 2009.5 한국 김동하

18

Developing a Methodology for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LERF and Early Fatality

KJPSA-10 2009.5 한국
강경민

(위탁)

19
A Statistical Uncertainty Assessment

on a LOFT L2-5 LBLOCA PCT
SMiRT-20 2009.8 핀란드 안광일



Based on ACE-RSM

20

Uncertainty Analysis of the Fission

Product Behaviors during Severe

Accidents for the Typical PLWR

ISORD-5 2009.7
JNS

(일본)
박수용

21
Comparison of Nuclear Power Plant

Risk using Dose-based Risk Measure
ISORD-5 2009.7

JNS

(일본)
김동하

22

Database and Simulator Supported

Accident Management Strategies for

the Postulated Core Damage

Scenarios

ESREL

2009
2009.9

ENS

(체코)
박수용

23

A Statistical Uncertainty Assessment

of the Best-Estimate Thermal-

Hydraulic System Code based on the

ACE-RSM Approach

IAEA

Technical

Meeting

2009.9
IAEA

(이태리)
안광일

24

A Temperature Characteristic

Diagnosis Algorithm of the Abnormal

Signal Simulation Analysis Module

by using Probabilistic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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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 일본 구길모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

등록일

출원/

등록번호

주

연구자

발

명

특

허

출

원

1

4-20mA 계측기기 모의

등가회로의 네거티브 펄스파

과도응답 신호분석 기술 및

그 모듈장치

한국 2007-12-28 140951

구길모

2

4-20mA 계측기기 모의

등가회로의 네거티브 펄스파

과도응답 신호분석 기술 및

그 모듈장치

PCT 2007-12-28 PCT/KR2007/006992
구길모

3

온도 특성을 가진 회로

구성원의 비정상 신호 분석을

위한 확률론적 오류진단 방법

및 그 시스템

한국 2008-12-23 2008-132419

구길모

4

4-20mA 계측기기 모의

등가회로의 네거티브 펄스파

과도응답 신호분석 기술 및

그 모듈장치

미국 2009-06-29 12/521237

구길모

등

록
1

프

로

그

램

등

록

1 MIDAS 1.1 한국 2007-11-19 2007-01-121-005880 박선희

2 CAVIAR 1.1 한국 2007-11-19 2007-01-121-005865 김고려

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이전기술내용 업체명
방법

(용역/자문/수탁)

경비

(기술료)
기간 비고

OPR1000 MELCOR 입력 한양대 기술제공/자문 무상공여 2008.08 ~ 연구/교육용

중대사고 모의 종합전산코드

MIDAS 1.2
한양대 코드제공/자문 무상공여 2008.07 ~ 연구/교육용

중대사고 관리시스템 SARD KINS 코드제공/용역 무상공여 2008.12 ~ 수탁과제수행

중대사고 시뮬레이터 SATS KINS 코드제공/자문 무상공여 2008.12 ~ 연구/개발용

중수로 중대사고 코드

ISAAC 1.0
(주)한수원 코드제공/용역 유상: 1.06억 2008.1 ~

한수원

SAMG개발

중대사고 진단/예측시스템

RiSARD 1.0

(주)한수원 코드제공/자문 무상공여 2009.9 ~ 연구/교육용

조선대 코드제공/자문 무상공여 2009.9 ~ 연구/교육용

비정상신호 진단모듈 ASSA 목원대 코드제공/자문 무상공여 2009.9 ~ 연구/개발용

PSA용 전산코드

KIRAP/CONPAS

국내 8개

국외 1개

기관

코드제공 무상공여 2007.3 ~
제1세부과제

공동 생산물

3 MIDAS v1.2 한국 2007-12-27 2007-01-121-009095 박선희

4 SPDS 1.0 한국 2008-01-28 2008-01-129-000436 김고려

5 HyperKAMG 2.0 한국 2008-01-28 2008-01-139-000437 김고려

6 SAMS/G3D 한국 2008-06-03 2008-01-121-002775 김고려

7 SAMS/Rx 한국 2008-09-03 2008-01-121-004333 김고려

8 SAUNA/SAM 한국 2008-10-07 2008-01-121-005085 박선희

9 SSEM 1.0 한국 2008-11-05 2008-01-129-005670 김고려

10 RiSARD 1.0 한국 2008-11-05 2008-01-121-007169 안광일

11 SAMS 1.0 한국 2008-12-24 2008-01-121-009617 김고려

12 SAUNA beta 한국 2009-02-13 2009-01-121-000725 박선희

13 CONSAMP 1.0 한국 2009-07-31 2009-01-122-003983 안광일

14 PROExcelData 1.0 한국 2009-09-21 2009-01-129-004762 안광일

다. 기술이전 실적



활용분야
Level 2 리스크 최적 평가 기술 및

수행 체제
최적 사고관리 기술 및 지원 체제

중장기

과제간

활용

∙ 제 1 세부과제의 전범위 PSA 통합 자동 정량화 시스템 개발 시

필수 모듈 (LRF=LERF+LLRF 관련)로 활용

∙ 규제기관 KINS에서 수행중인 ‘선진 미래형 원전 안전규제체계구축’의

리스크정보 규제적용을 위한 검증모델의 기반기술로 활용

규제활용

∙ 규제기관의 규제 검증용 리스크

모델 개발 시 중요한 기반 모듈,

원전 성능목표 설정 및 Level 2/3

PSA연계 기반기술로 활용

∙ KINS 방사능 방재대책 기술지원

시스템 AtomCARE 및 실시간

사고관리 지원체제와 연계하여

비상사고 시 의사결정 지원용

도구로 활용

산업체

활용

∙ 향후 요구가 예상되는 정지저출력

및 지진 등에 의한 Level 2 PSA

평가 모듈 개발 등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

∙ 원전 주제어실(MCR) 및

비상사고 대응 기술지원센터

(TSC) 요원 등의 사고관리

모의훈련에 활용

국제협력

∙ EU-FP7 공동연구프로그램

'ASAMPSA2'(Advanced Safety

Assessment Method for PSA

Level 및 BNL에서 개발 중인

'SPAR-LERF' 모델 개발과

연계하여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기반기술로 활용.

∙ 국외에서 개발 중인 사고관리

지원체제 ADAM(USA),

SAMOS(EC-Netherland),

EOSSA(EU-EPR) 등과 미래형

원전 사고관리 현안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기반기술로 활용

기타활용

∙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 분석 수단으로 활용

∙ 합리적인 수준에서 리스크의 평가 및 효과적 사고관리 지원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원전 안전의 효율적/효과적 관리, 원전 운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는 물론, 재난방재 투자비용 감소로 인한 경제적 보상효과 기대

∙ 지난 제2차 중장기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사고해석 DB 관리 및 사고

진단시스템 (SARD)의 경우 외국에서 기술이전 가능성을 타진 받은 바

있음. 3차 중장기 2단계 연구를 통하여 보다 개선된 RiSARD 모듈이

개발되면 동 분야에 대한 선진국 대비 경쟁 우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국으로 기술전수를 포함한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현실화 될 수 있음

∙ 최근 들어 원전 수출시 위험도 평가 및 중대사고 현안해결 (사고관리

포함)을 요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선도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원전수출시 제약요소 해결

및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제 3 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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