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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CAFE-PSA의 공통원인고장 모수 추정절차   

 

II. 연구개발의 배경 및 목적   

CCF 사건은 그 발생빈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PSA에서의 CCF 상세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른 발전소들의 CCF 사건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CCF 사건 데

이터의 확보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2년부터 ICDE (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프로젝트에 참가해오고 있다.  

2009년도에는 ICDE로부터 비상디젤발전기, 전동구동밸브, 역지밸브, 펌프 

차단기에 대한 400여건의 CCF 데이터를 입수하였다. 그러나, ICDE CCF 사

건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ICDE CCF 사건

을 이용한 CCF 모수 추정 프로그램, CAFE-PSA (common CAuse Failure 

Event analysis program for PSA)를 개발하였다.  

 

III.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CAFE-PSA는 ICDE CCF 사건에 대한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하

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CCF 사건들의 근본원인, 연계인자, 시정조치, 탐지방

법을 기기 종류, 기기유형별, 국가별로 분석할 수 있다. 정량적인 분석에서는 8

계열까지의 CCF 모수를 시차시험과 비시차시험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가능 

CCF 모수는 알파인자, CCF인자, MGL 모수이다.  

 

IV.  연구개발 결과 

CAFE-PSA를 이용한 ICDE CCF 사건의 정성적 분석 결과 전동구동밸브, 

역지밸브, 펌프의 CCF 사건 주요 근본원인은 기기 내부부품 고장이고, 

비상디젤 발전기와 차단기는 설계/제작이나 설치 부적절이 주요 근본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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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CAFE-PSA를 이용한 ICDE CCF 사건의 정량적 분석 결과, 

지금까지 국내 원전 PSA에서 사용해왔던 일반 CCF 데이터 값보다 작게 

평가되었지만 NRC-2007 CCF 데이터 값보다는 높게 평가되었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CAFE-PSA를 이용한 ICDE CCF 사건의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여 

원전의 설계나 운전에 CCF 사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CCF 모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PSA 품질도 향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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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Estimation Procedure of Common Cause Failure Parameters for 

CAFE-PSA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Detailed common cause failure (CCF) analysis generally needs the 

data from CCF events of other nuclear power plants because the CCF 

events rarely occur. Since 2002, KAERI has participated at the 

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ICDE) project to get  

data for CCF events. The operation office of the ICDE project sent 

about 400 CCF event data for emergency diesel generators, motor 

operated valves, check valves, pumps, and breakers to KAERI in 2009.  

However, there was no program available to analyze the ICDE CCF 

event data. Therefore, we developed the CAFE-PSA (common CAuse 

Failure Event analysis program for PSA) to estimate CCF parameters 

by using the ICDE CCF event data.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With CAFE-PSA, the CCF events in the ICDE database can b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alyzed.  In a qualitative analysis,   

root causes, coupling factors, corrective actions, and detection 

methods of CCF events can be analyzed according to their component 

types, sub-component types, and countries. In a quantitative analysis, 

CCF parameters of components for staggered and non-stagg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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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strategies can be analyzed up to eight trains. The CCF 

parameters which can be analyzed include Alpha Factors, CCF Factor, 

and MGL (Multiple Greek Letter) parameters. 

 

IV. Results of Project   

The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of the ICDE CCF data, by using the 

CAFE-PSA, showed that the major root cause of CCF events, for 

motor operated valves, check valves, and pumps, was the fault of their 

internal parts, and that for emergency diesel generators and breakers 

was the inadequacy of design/manufacture or construction.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of the ICDE CCF data, by using the 

CAFE-PSA, showed that the estimated Alpha Factors of components, 

mentioned above, were lower than those previously used in the PSA 

for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but were higher than those in 

USNRC 2007 CCF data.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rough perform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CDE CCF data, by using the CAFE-PSA, a plan for coping with CCF 

events for design and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can be 

produced, and reasonable values for CCF parameters can be estimat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technical adequacy of PSA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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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원자력 발전소 (이하, 원전)는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계통과 기기 설

계에 다중성(redundancy)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계통들

과 기기들의 다중성 상실 방지를 위해 설계에 다양성 (diversity) 개념을 채택

하여 서로 다른 유형 (type)인 기기 또는 동일 기능을 하는 다른 계통을 두고 있

다. 하지만 공통원인고장(common cause failure: CCF)이 발생하면 이러한 

계통과 기기들의 다중성 및 다양성이 상실될 수 있다. CCF 사건이란 “공유된 

원인의 직접적인 결과로 관련시간 (relevant time interval)에 걸쳐 존재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기들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손상

(impairment)”[1], 또는 “공유된 원인의 직접적인 결과로 2개 또는 그 이

상의 기기들이 동시 또는 짧은 시간 내에 고장 상태가 존재하는 종속적인 고장”

[2]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공유된 원인이란 동일한 기기 제작뿐만 아니

라 동일 정비나 시험 담당 직원에 의한 인적 요인 (human factor), 동일 환경 

등을 말한다.   

CCF 사건은 그 발생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PSA에서의 CCF 상세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른 발전소들의 CCF 사건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NRC

에서는 실제 발생된 CCF 데이터가 미국 원전 개별 발전소의 지적 재산권이라

는 이유로 단순히 CCF 데이터 값만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된 CCF 사건의 데

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원전의 PSA 수행에서는 대부분 미

국 NRC가 제공하는 일반 데이터 (generic data)[3, 4]를 사용해 왔다. NRC

의 일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CCF 확률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되거나 

낙관적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 수집된 CCF 사건 경우, 미국 

원전에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오래 전에 발생된 CCF 사건 데이터도 있다. 그

러므로이 사건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근래에 건설된 국내 원전에 적용하

면 CCF 확률이 보수적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또한 최근의 현안이 되고 있

는 PSA의 품질 (quality)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 CCF 사건 데이터를 이용한 

상세 CCF 분석이 필요하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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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ECD산하 NEA (nuclear energy agency)에서는 CCF사건을 국제

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해 ICDE (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1]. ICDE 프로젝트는 1994년부

터 시작하여 2007년 2월 현재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2

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OECD 국가간 CCF 사건 정보 교환은 In-Kind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ICDE 참여국가가 제공한 데이터의 양과 품질에 따라 

ICDE에서도 그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적으로 

2004년도에 표준형 원전인 영광 3,4호기와 울진 3,4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

(emergency diesel generator: EDG) CCF 사건을 ICDE에 제공하여, ICDE 

참가국의 가압경수로 EDG CCF 사건 데이터를 2005년도 1월에 1차로 받았

다. 이후 2006년 5월과 2006년 12월에 이전과 다른 EDG CCF 데이터를 

ICDE로부터 받았다.  2007년 6월에는 울진 3/4, 영광 3/4, 고리 3/4, 영광 

1/2 원전의 비상디젤발전기, 펌프, 전동구동밸브, 역지밸브, 차단기에 대한 

CCF 사건과 자료를 ICDE에 송부해 ICDE 참가국이 송부한 기기 관련 CCF 사

건 400여건을 2008년 3월에 받았다. 이후 2008년 11월과 2009년 3월, 6

월 그리고 2010년 1월에 이들 4기기에 대한 개정 CCF 자료를 받았다.  

한편 미국을 제외하고는 ICDE 참가국 중에 ICDE CCF 사건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CCF 모수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는 없었다. 이에 중장기 

연구일환으로 2007년~2009년까지 ICDE CCF 사건을 추정하는 프로그램 

CAFE-PSA (common CAuse Failure Event analysis program for PSA)

를 [7 ] 개발하였다. CAFE-PSA는 visual basic으로 작성되었으며 프로그

램 구동에  .NET(2003이상)을 필요로 한다.  CAFE-PSA는 ICDE CCF 사

건을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정량적인 분석은 8계열의 기기까지 CCF 

모수, 즉, 알파모수, CCF인자, MGL 모수 값을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개발된 CAFE-PSA에 대한 프로그램 기능설명과 CCF 모수 

추정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CAFE-PSA를 이용한 ICDE 사건의 정

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2장에서는 CAFE-PSA 프로

그램 구조 및 CAFE-PSA를 이용한 분석절차를 소개하였고, 3장에서는 

CAFE-PSA의 CCF 모수 추정과정을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CAFE-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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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ICDE CCF 사건의 정성적/정량적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5장에

서는 결론을 기술하였다. 본 보고서의 부록 A에서는 국내원전 CCF 데이터 수

집 요약결과를, 부록 B에서는 NRC의 2007년도 CCF 알파모수 사전분포를, 

부록 C에는 ICDE DB 수정절차를, 부록 D에는 ICDE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풀

어 엑세스(access)로 변경하는 내용을, 부록 E에는 알파인자를 이용한 CCF 

인자와 MGL 모수 추정식 예가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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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CAFE-PSA의 구조와 분석절차  

 

 이 장에서는 CAFE-PSA 프로그램 구조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절

차가 기술되어있다. CAFE-PSA는 기본적으로 ICDE CCF 데이터를 입력으

로 받아들여 사용자가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 ICDE CCF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CAFE-PSA 구조에서는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설명을, 

CAFE-PSA 분석절차에서는 정성적/정량적 분석 절차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1절 CAFE-PSA 구조 

그림 1에는 CAFE-PSA 전체 그림이 나타나 있다.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CAFE-PSA는 “ File” , “ ICDE DB” , “ Qualitative Analysis” , 

“ Quantitative Analysis” , “ Data Change” , “ Help” 메뉴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메뉴에 대한 주된 설명은 다음과 같다: 

 File: 읽어 들일 파일 선택 

 ICDE DB: ICDE 데이터 검색 

 Qualitative Analysis: ICDE 데이터 정성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ICDE 데이터 정량적 분석 

 Data Change: 정량적 분석 사전분포 변경 또는 ICDE 데이터 변경 

 HELP: ICDE 데이터에 사용되는 기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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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AFE-PSA 전체 메뉴 

1. File 메뉴 

 
여기에는 그림 2처럼 Select Database File, New Window, Load Previous 

Work, Exit이라는 sub menu가 있다. 이들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

다: 

 Select Database File: access 형태의 ICDE CCF 데이터베이스를 읽어 

들인다. ICDE 운영위원회에서 보내주는 CCF 데이터 입력 정보 중 일부

는 정보가 없거나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 이를 검토한 후 사용한다. 

ICDE 데이터 정보 수정은 access 파일을 직접 수정하거나 Data Change

에서 수정한다. 상세사항은 이 절의 5. Data Changed와 부록 C를 참고 

 New Window: 새로운 정성적 또는 정량적 분석을 수행할 경우 사용한다. 

예를 들면 A라는 작업을 하다가 B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새로

운 창을 띄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중인 데이터는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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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사용된다.  

 Load Previous Work: 정량적 분석 시 이전에 분석된 정량적 분석결과를  

불러올 경우 사용한다. 상세사항은 이 절 4의 Quantitative Analysis를  

참고. 

 Exit: 작업을 종료할 경우 사용한다.  

 

 

그림 2. File Sub-menu    

2. ICDE DB 메뉴  

 
ICDE DB는 ICDE에서 보내준 프로그램인 SUSI-Q처럼 ICDE CCF 사건들을 

검색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SUSI-Q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기유형이

나 고장유형 또는 국가별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분석자가 별도로 프로그램

을 작성해야 했지만, CAFE-PSA에서는 분석자가 단순히 선택만하면 필요 정

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색된 정보의 출력은 엑셀로 하여 분석자가 편

리한 양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CDE DB는 크게 CCF Database와 CCF Event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에 설명 

다음과 같다:  

 CCF Database: ICDE CCF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가 수록 되어 있다. 

CCF 데이터가 수집된 관련 발전소, 나라, 계통, 기기, 시험 방식 등의 정보

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절의 2.1에 보다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좀 더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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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은 참고문헌 [1, 8]을 참고하면 된다.  

 CCF Event: CCF Event에 대한 상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CCF 원인, 설

명 등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의 2.2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1, 8]을 참고하면 된다.  

 

2.1 CCF Database 

그림 3은 CCF Database General 화면을 보여준다. CCF Database에는 

General, Statistical, CCF Events, Independent Events라는 

sub-menu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General: CCF 데이터베이스 관련 일반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여기서 

분석자가 기기종류 (CV, MOV, Pump 등), 기기유형(CV 경우, Lift CV, 

Swing CV 등), 계통(EWS, SIS 등), 고장유형, 국가 등을 선정할 수 있

음. 다른 상세사항은 참고문헌 [1, 8] 참고 

 Statistical: General에서 선정된 기기종류, 유형 등에 따라 고장유형과 

데이터 수집기간 등의 정보 보여줌 

 CCF Events: General에서 선정된 기기종류, 유형 등에 따라 관련 CCF 

events를 보여줌. 2.2 CCF events와 연결된 것임 

 Independent Events: General에서 선정된 기기종류, 유형 등에 따라 

관련 독립사건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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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CF Database General 화면  

 

그림 4에 CCF Event 화면이 나타나 있다. CCF Event는 General과 

Specification라는 sub-menu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General: CCF event 관련 일반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여기서 분석자가 기

기종류 (CV, MOV, Pump 등), 기기유형(CV 경우, Lift CV, Swing CV 

등), 계통(EWS, SIS 등), 고장유형, 국가 등을 선정할 수 있음. 다른 상세

사항은 참고문헌 [1,8]참고 

 Specification: General에서 선정된 기기종류, 유형 등에 따라 CCF 사건

의 발생일자, 탐지방법, 기기 손상정도 등이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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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CF EVENT GENERAL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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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alitative Analysis 메뉴 
 
이 메뉴에서는 정성적으로 기기 종류, 기기유형별, 국가별 CCF 사건들의 root 

cause, coupling factor, corrective action, detection method 등을 분석한

다. 분석된 CCF 사건은 엑셀로 출력할 수 있다. 그림 5에는 비상디젤발전기의 

정성적 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그림 5. 비상디젤발전기 CCF 사건 정성적 분석 결과 예  

 

4.Quantitative Analysis 메뉴 

이 메뉴에서는 CCF 사건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그림 6에 나타나 있듯이 크

게 input, calculation of applicability factor, parameter estimation 

sub-menu로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Input: 분석자가 정량화에 필요한 입력정보를 넣는다. 기본적으로는 NRC

의 사전분포 [9]를 사용하는 1단계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해 평가한다. 

NRC의 사전분포는 부록 B에 기술되어 있다. 분석자는 기기종류와 고장유

형, 기기유형, 계통, 국가를 선정할 수 있다. Load Previous Work 단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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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거나 1의 File Load Previous Work에서 이전 정량화 작업했던 파일

을 읽어 들여 이전 정량화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Calculation of applicability factor: Input에서 Apply 단추를 누르게 되

면 Calculation of applicability factor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서 분석자

는 기존 발생된 CCF 사건의 root cause와 coupling이 분석 대상계통

(target system)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입력한다. 입력은 분석자가 

그 연관 정도를 선택하고 Apply 단추를 누르면, 각 사건별로 자동으로 계

산된다. Calculation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Parameter Estimation으로 

넘어간다. 

 Parameter estimation: 여기는 계산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메뉴로서 사

용된 사전분포, 우도 함수, 알파 모수, CCF 인자, MGL 모수를 보여준다. 분

석자가 분석한 결과는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또는 분석자가 별도의 이름으

로 Save 단추를 눌러 저장할 수 있다. 이 저장된 파일은 1의 File Load 

Previous Work에서 이전 정량화 작업했던 파일을 읽어 들여 정량화를 수

행할 수 있다.  Show Calculation Log단추를 누르면 계산과정을 알 수 있

고, 계산 결과는 excel 형태로 별도 출력할 수 있다.  

 

그림 6. Quantitative Analysis Inpu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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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ta Change 메뉴 

 
이 메뉴는 크게 Prior Change와 ICDE DB Change로 구성되어 있다. Prior 

Change에서는 현재 알파모수 추정에 사용 중인 사전분포를 변경할 경우 사용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사전분포는 NRC 2007 CCF 데이터 모수 추정 시 사용

한 사전분포를 사용한다[9]. ICDE DB Change는 ICDE DB의 입력정보 

C4(number of exposed component), C8(impairment), G6 (group size) 

수정 시 사용한다.  일부 CCF 사건 데이터에서는 이들 데이터 정보가 없거나 잘

못 입력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석자가 이들 정보를 ICDE DB Change

를 이용하여 수정한다. 데이터 수정에 관한 상세 절차는 부록 C에 기술되어 있

다.  

 

6.Help 메뉴 

여기에는 Code와 About의 2개 sub-menu로 구성되어 있다. Code에서는 

ICDE 데이터베이스 및 CAFE-PSA에서 사용 중인 약어에 대한 설명이 기술

되어 있다. 약어 설명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참고문헌 [1, 8]에 기술되어 있다. 

About에는 코드 version이 기술되어 있다.  

 
 

제 2절 CAFE-PSA 이용 분석절차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AFE-PSA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수

행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들 수행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1. 데이터 읽음 

정성적/정량적 분석 수행 전에 분석 대상 파일을 읽어야 한다. 앞의 1절에서 설

명했듯이 데이터는 File에서 access로 만들어진 파일을 읽는다. CAFE-PSA

에서는 별도로 파일을 읽지 않으면 이전 작업 시 사용했던 파일을 읽는다. 

Access로 만들어진 파일은 ICDE DB에서 보호 키를 해제한 파일을 사용한다. 

ICDE DB에서 보호키 해제가 된 access 데이터 작성에 대한 설명은 부록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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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되어 있다. 또 ICDE DB 일부 정보는 잘못된 입력정보나 빠진 정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들 정보는 Data Change의 ICDE DB Change를 이용하여 수정

한다.  ICDE DB 정보 수정에 대한 사항은 부록 C에 기술되어 있다.   

 
2. 정성적 분석  

 

정성적 분석에서는 ICDE DB를 입력으로 받아들일 경우, 기본적으로 비상디젤

발전기의 분석내용을 보여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기종류 선택: Component에서 분석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를 

선정한다. 기기종류에는 EDG/MOV/CV/Pump/Breaker 등이 있다.  

 기기유형 선택: 필요 시 Component type 항목에서 선택된 기기종류에 대

한 상세 기기 유형을 선정한다. 

 국가선택: 필요 시 Country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CCF 사건 분석 시 사용

한다. 

 분석: Analyze 단추를 누르면 정성적 분석을 수행한다. 

표 1. 비상디젤발전기 정성적 분석 결과 예  

Root Cause (C9) 

Section A C D H I M O P Total

No. of events 7 1 36 6 4 3 1 10 68 

Percentage[%] 10.294 1.471 52.94 8.824 5.882 4.412 1.471 14.7 

Coupling factor (C10) 

Section E H HC HQ HS OMP OMS O Total

No. of events 5 28 10 1 5 7 1 11 68 

Percentage[%] 7.353 41.176 14.71 1.471 7.353 10.294 1.471 16.2 

Corrective actions (C12) 

Section A B C D E F G O Total

No. of events 15 5 12 10 7 9 2 8 68 

Percentage[%] 22.059 7.353 17.65 14.71 10.29 13.235 2.941 11.8 

Detection method (C6) 

Section Empty MA MC MW TA TI TU Total

No. of events 40 10 1 4 1 14 2 72 

Percentage[%] 55.556 13.889 1.389 5.556 1.389 19.444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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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기기의 CCF 사건들에 대한 root cause, coupling factor, corrective 

action, detection method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표 1에는 비상디젤발전기

에 대한 정성적 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고, 표 2에는 정성적 분석 결과에 사용된 

약어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표 1에서 근본원인(Root Cause(C9))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68건의 CCF 사건 중 이상환경(A)으로 인한 것은 7건

으로 10.29%이다. 가장 높은 비율은 설계이상(D)으로 36건에 그 비율은 

52.94%이다. 탐지방법(Detection Method(C6))에 전체 CCF건수가 72건으

로 나온 이유는 탐지방법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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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정성적 분석 결과 사용 약어 설명  

C9RootCause 

SLICode SLIDescription 

empty No Data 

A Abnormal environmental stress 

C State of other component(s) 

D Design, manufacture or construction inadequacy 

H Human actions, plant staff 

I Internal to component, piece part 

M Maintenance 

O Other 

P Procedure inadequacy 

U Unknown 

C10CouplingFactor 

SLICode SLIDescription 

Empty No data 

E Environmental (internal, external) 

EE Environmental External 

EI Environmental Internal 

H 
Hardware (component part, system configuration, 
manufacturing quality, installation/configuration quality) 

HC Hardware Design 

HQ Hardware Quality Deficiency 

HS System Design 

OMF Maintenance/test Staff 

OMP Maintenance/test Procedure 

OMS Maintenance/test Schedule 

O 
Operational (maintenance/test (M/T) schedule, M/T 
procedure, M/T staff, operation procedure, operation 
staff) 

OF Operation Staff 

OP Operation Procedure 

U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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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성적 분석 결과 사용 약어 설명 
 

C12CorrectiveActions 

SLICode SLIDescription 

empty No Data 

A General administrative/procedure controls 

B Specific maintenance/operation practices 

C Design modifications 

D Diversity 

E Functional/spatial separation 

F Test and maintenance policies 

G Fixing of component 

O Other 

C6Detection 

SLICode SLIDescription 

Empty No Data 

DE Demand event 

MA Maintenance/test 

MC Monitoring in control room 

MW Monitoring on walkdown 

TA Test during annual overhaul 

TI Test during operation 

TL Test in Laboratory 

TU Unscheduled test 

U Unknown 

 
 

3.정량적 분석  

 

정량적 분석 메뉴를 누르면 초기 화면은 아래의 그림 7처럼 Selection of 

Parameter estimation에서 One stage Bayesian이, 분석대상 기기의 계열 수

는 2가 기본적으로 선정된다. 현재 CAFE-PSA에서는 1단계 베이지안 방법

을 이용해 CCF 모수를 추정한다. 베이지안 방법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3장

을 참고하면 된다. 그림 7의 화면에서 분석자는 분석할  기기종류와 고장유형, 

기기유형, 관련계통, 국가, 분석대상 기기의 계열 수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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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nput 메뉴에서의 기본화면  

그림 8은 기기종류를 전동구동밸브 (MOV)와 고장유형을 열림실패(failure to 

open) 선정 시 나타내는 화면이다. 기기유형과 계통,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MOV와 연관된 기기유형과 계통, 국가 모두가 나온다. 특정 기기 유형을 선정

하고자 한다면 CTCode를 두번 선택하고 대상 기기 유형을 선정하면 된다. 계

통도 마찬가지로 SLICode를 2번 선택하고 대상 계통을 선정하며, 국가도 마

찬가지 방식으로 선택하면 된다. 분석대상 기기의 계열 수를 선정하면 관련된 

사전분포가 나타난다. 사전분포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US NRC 2007사전

분포[9]를 사용하였다. 그림 8에서는 현재의 분석대상 기기가 2계열 수임을 나

타낸다. 그림 9는 특정 기기유형과 계통, 그리고 국가를 선택 시 나타나는 화면

이다. 다음에는 Apply Input 단추를 누르면 Calculation of Applicability 

Factor 메뉴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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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OV 선정 시 Input 화면  

 

 
 

그림 9. 특정 기기유형/계통/국가 선정 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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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of Applicability Factor에서는 그림 10처럼 왼편에는 CCF 

events가 오른편에는 CCF event의 상세내용이, 가운데에는 Applicability 

factor가 있다.  CCF events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CCF event ID: CCF 사건 번호를 나타냄 

 NL/lethal: CCF event가 관련 기기들 모두가 완전히 고장 나는 lethal이

나 부분적으로 고장 나는 non lethal 사건 표시. CAFE-PSA에서는 기본

적으로 노출 기기 수 (C4)와 기기손상 수(C8)가 동일하고 기기손상벡터 

모두가 C이며, shared cause와 timing factor 모두가 high인 경우에 

lethal 사건으로 평가한다. 

 Factor: Applicability factor 값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기본적인 값은 1임. 

오른쪽에 보이는 CCF 사건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기기에 적용될 root 

cause 값과 coupling 값을 선정하고 Apply 단추를 누르면 factor값이 계

산된다. 그림 11은 CCF 사건 12023과 12025의 Applicability Factor를 

0.1과 0.5로 평가한 결과 예를 보여주고 있다. Applicability factor 평가 

상세 사항은 이 보고서 3장의 알파인자 모수 추정 과정을 보라.   

 
 

그림 10. Calculation of Applicability Factor 기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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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pplicability factor 평가 예  

 

개별 CCF 사건에 대해 Applicability Factor를 계산한 후에 Calculation 단추

를 누르면 Parameter estimation 메뉴로 넘어가면서 모든 CCF 모수가 계산

된다.  그림 12는 계산된 결과의 한 예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에 나타나 있듯

이 MOV의 고장모드는 열림실패이고 계열 수는 2이다. 기기유형은 모든 MOV

이고 계통은 보조급수계통이고 국가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 독립

사건 수는 61건이고 공통원인사건 수는 4건이다.  계열 수 2에 따라 수정된 독

립 사건 수는 22.9이다. 사전분포의 알파 1(α1) 평균은 9.7427E-1이고 알

파 2(α2) 는 2.5731E-2이다. 우도함수 알파 1의 평균은 9.8826E-1이고 알

파 2의 평균은 1.1736E-1이다. 계산된 사후분포 알파 1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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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37E-1이고 알파 2의 평균은 1.7629E-2이다. CCF 인자는 시차시험인 

경우 CCF 1과 CCF2가 모두 알파인자 1과 2와 동일하다. 시차시험을 하지 않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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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CF 모수 추정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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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CAFE-PSA의 CCF 모수 추정 절차  

   
이 장에서는 CAFE-PSA에서 사용하고 있는 CCF 모수 추정 절차를 기술

하고 있다. CAFE-PSA에서는 기본적으로 알파모수를 추정한 후 CCF 인자

와 MGL 모수를 추정한다.  

CCF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MGL(Multiple Greek Letter) 방법과 알파 인자(Alpha Factor) 

방법이 있다[7,9]. 근래까지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 MGL 방법이었으나 

최근에는 영향벡터(impact vector)의 추정과 불확실성 분석의 편리성 

때문에 MGL 방법보다 알파 인자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MGL 방법에서 MGL 

모수들은 조건부 확률로 정의되어 기기(component)를 토대로 평가한다. 

반면, 알파인자 모수들은 고장 사건들의 비로 정의되어 사건(event)을 토대로 

평가한다. MGL 모수는 조건부 확률로 정의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분석 시 

통계적 처리가 쉽지 않지만, 알파인자 방법은 알파인자 모수 모집단이 

균일(homogeneous)할 경우 추정 알파인자를 베타분포로 표시할 수 있어 

통계적 처리가 용이하다[7]. CCF 인자는 CCF 사건 확률을 간단히 표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CCF 사건 확률이 기기 전체 고장율과 CCF 인자의 곱으로 

표시된다.  1절에서는 공통원인고장 사건 확률을 나타내는 식을, 2절에서는 

영향 벡터 계산과 적용인자 결정을, 3절에서는 CCF 모수 추정과 

CAFE-PSA 이용에 대해 기술하였다. 2절에서는  

 

제 1 절. 공통원인고장 사건 확률 표시   

이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알파인자, MGL 모수, CCF인자들로 CCF 사건 

확률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파인자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알파인자 

모수 방법의 상세한 내용과 다른 CCF 분석방법은 참고문헌 [2,10, 11, 12]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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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원인고장 사건 표시  
 

고장수목에서 공통원인고장을 모델하는 방법은 기기들에 대해 모든 조합 

가능한 공통원인고장을 각기 기본사건으로 모델하는 것이다. A, B, C라는 

기기로 이루어진 3개의 공통원인기기그룹(Common cause component 

group)에 대한  각 기기의 모델링은 다음과 같다: 

A 에 대해 QA + QAB+ QAC+ QABC 

B 에 대해 QB + QAB+ QBC+ QABC 

C 에 대해 QC + QAC+ QBC+ QABC   

A기기에 대해 고장수목은 그림 13과 같이 표현된다. 

 

기기 A 고장

QAQA QABQAB QABCQABCQACQAC

 

그림 13. FAULT TREE에서 공통원인고장 사건 모델 방법 

그림 13에서, CCF 사건 확률을 다음처럼 표시하면  

QA = QB = QC= Q1,  

QAB = QAC = QBC = Q2,                                                                                (1) 

QABC = Q3 

즉 공통원인고장 사건 확률들의 대칭성을 가정(symmetry 

assumption)하면, 어느 한 기기에 대한 고장확률 Qt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Qt = Q1 + m-1C1 Q2 + + m-1C2 Q3 … . 

다시, Qt 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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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 = ∑
=

m

k 1
m-1Ck-1 Qk                                                                                       (2) 

m 계열 계통에서 k 개의 기기가 동시에 고장 나는 공통원인고장 사건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1개 기기 고장 : m-1C0 Q1 : A 

  2개 기기 고장: m-1C1 Q2  : AB, AC, AD, … 

     ... 

  m개 기기 고장: m-1Cm-1 Qm : ABCD… 

 

2. 공통원인고장 확률 알파모수 표시  

시험 및 고장 이력으로부터 k개의 기기가 동시에 고장 나는 공통원인고장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비시차(non-staggered) 시험과 시차(staggered) 

시험의 경우는 다르다.  상세한 사항은 참고문헌 [2,10, 11, 12]에 나타나 

있다.  

k개의 기기가 동시에 고장 나는 공통원인고장 확률 Qk의 추정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Qk = nk / Nk                                                                                                                                                           (3) 

여기서,   

nk : k 기기 공통원인고장 사건 수 

Nk : k 기기 공통원인고장 그룹에 대한 요구 수  

 

비시차 시험 : NS
kQ = nk / Nk = nk / (mCk * ND)                                           (4) 

시차 시험 : S
kQ  = nk / Nk = nk / (m-1Ck-1 * m * ND)                                (5) 

여기서 ND는 계통에 적용되는 시험 수이다.   

NS
kQ / S

kQ  = (m-1Ck-1 * m) / mCk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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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같은 시험주기에서 같은 고장수를 가정할 때, 비시차 시험 경우가 시차 

시험 경우보다 고장확률이 k 배 크게 나타난다. 

α-factor의 정의에 의해서 αk는 고장수 nk로부터 계산되며, Qk는 고장수 nk 

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αk = nk / ∑
=

m

k 1
nk                                                                                                (6) 

따라서, m 계열에 대한 Qk 는 α-factor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비시차 시험: NS
kQ =(k / m-1Ck-1)(αk/αt)*Qt=(m/mCk)(αk /αt)*Qt            (7) 

시차 시험 : S
kQ  = (αk / m-1Ck-1) * Qt                                                                                      (8) 

여기서, α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αt=∑
=

m

k 1

[k*αk]=∑
=

m

k 1

[k*nk]/∑
=

m

k 1

nk                                                        (9) 

 

3.공통원인고장 사건  CCF인자와 MGL 모수 추정  

  

CCF 인자는 식 (7)과 (8)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비시차 시험: NS
kQ = mNS

kCCF − *Qt=(m/mCk)(αk /αt)*Qt                            (10) 

시차 시험 : S
kQ  = mS

kCCF − *Qt=(αk / m-1Ck-1) *Qt                                           (11) 

 

위의 식 (10)과 (11)에서 알 수 있듯이 CCF인자는 기기 전체 고장확률과의 곱

으로 표시된 계수들이 된다.  

 

MGL 방법을 사용할 경우 Qk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Qk= (  ∏i=1
kρi)(1-ρk+1) Qt /m-1Ck-1                                                                  (12) 

     ρ1=1, ρ2=β , ρ3=γ, ρ4=δ, ρ5= ε, ρ6 =μ , ρ7 =υ, ρ8  =κ ….,  
ρ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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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 Beta 베타 / γ Gamma 감마 / δ Delta 델타 /ε Epsilon 입실론/ μ Mu 뮤 
/  ν nu 뉴 / κ kappa 카파  

 

ρk: 특정한 k-1개 기기의 고장시 그 고장 원인이 다른 k기기와 공유될 조건

부 확률= (k개이상의 기기와 연관된 CCF 수)/((k-1)개 이상의 기기와 연관

된 CCF 수) 

ρk의 값은 시험의 종류 즉, 시차시험과 비시차 시험에 따라 달라진다.  시차 시

험일 경우 알파인자 표시는 다음과 같다: 

ρK= (∑m
i=k m-1Ci-1Qi)/ (∑m

i=k-1 m-1Ci-1Qi)                                 

        = (∑m
i=k ni)/ (∑m

i=k-1ni) 

= { (∑m
i=k ni)/ (∑m

i=1 ni) }/{(∑m
i=k-1 ni)/ (∑m

i=1 ni)} 

= (∑m
i=k  αi)/ (∑m

i=k-1  αi)                                         (13) 

 

비시차 시험일 경우의 ρk는 다음과 같다: 

ρK= (∑m
i=k m-1Ci-1Qi)/ (∑m

i=k-1 m-1Ci-1Qi)  

        =(∑m
i=k ini)/ (∑m

i=k-1 ini) 

= { (∑m
i=k ini)/ (∑m

i=1 ni) } /{(∑m
i=k-1 ini)/ (∑m

i=1 ni)} 

= (∑m
i=k  iαi)/ (∑m

i=k-1  iαi)                                     (14) 

 

MGL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CCF 인자값은 식 (10)과 (11)과 동일하다. 알파

인자를 이용한 CCF 인자와 MGL 모수 추정 식에 대한 적용 예는 부록 E에 기

술되어 있다.  

 

제 2절 영향 벡터 계산과 적용인자 결정  

1. 일반 영향 벡터의 계산  

일반 영향벡터(impact vector) 계산은 최종적으로 기기들의 k중 고장 수를 

계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CCF 분석자가 이전에 발생된 CCF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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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CCF 발생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CCF 사건의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2, 3, 10]에서는 CCF 사건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하지만 

CAFE-PSA에서는 정량화 과정의 단순화와 분석자에 의한 CCF 모수 추정의 

불확실성 증대를 배제하기 위해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크기 m의 

기기군에 대한 영향벡터의 요소는 m+1개이다. Fk로 표현되는 k+1 요소는 

k개 기기가 고장인 경우1, 다른 경우는 0로 표현한다.  

즉, 크기 2인 기기 군에 대해서 가능한 영향벡터는 다음과 같다: 

[1, 0, 0] ; 기기 고장 없음 

[0, 1, 0]; 한 개의 기기 고장 

[0, 0, 1]; 공통된 원인으로 인해 2개의 기기 고장  

예를 들어, 크기 3인 기기 군에 대한 영향벡터는 3개중 2개의 기기가 고장인 

경우의 영향벡터 I1 = [0, 0, 1, 0], 3개 기기의 고장 영향벡터, I2 = [0, 0, 0, 

1]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분석자가 1과 2에 대한 가중치 (Weight)를 각각 

0.9와 0.1로 할당한다면, 평균 영향벡터, 
−
I 는 [0, 0, 0.9, 0.1]이 된다. 이에 

대한 예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를 식으로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
=

−
=

N

i
ii IwI

1
                                                                      (10) 

즉, ],,[ 10

−−−−
= mFFFI L            

 참고문헌 [1]에 따른 영향벡터의 추정은 기기 손상 벡터(p)와 공유 원인 

벡터(c), 시간영향 벡터(q)를 고려해 영향벡터 값을 구한다. 이들 영향벡터의 

정성적 및 정량적 표시는 표 4와 같으며 ICDE 데이터 수집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에서 입력하고 있다. 기기 손상 벡터 계산 예가 표 5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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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향벡터 평가 예 

가설 확률 영향벡터 요소 

0F  1F  2F  3F  

1 3개중 2개 
기기 고장 

0.9 0 0 1 0 

2 3개 기기 모두 
고장 

0.1 0 0 0 1 

영향벡터 평균 (
−
I ) 

−

0F  
−

1F  
−

2F  
−

3F  

0 0 0.9 0.1 

 

표 4. 기기손상, 공유원인, 시간영향 벡터의 정성적 및 정량적 표시 

기기손상 영향벡터 공유원인 영향벡터 시간영향 벡터 

영향정도 p 영향정도 c 영향정도 q 

complete 1 High 1 High 1 

Degrade 0.5 Medium 0.5 Medium 0.5 

Incipient 0.1 Low 0.1 Low 0.1 

Working 0 Zero 0 Zero 0 

 

서로 다른 시간이지만 공유원인으로 3개 기기 중 2개의 기기가 고장이라면, 

시간영향인자(q)를 이용한 평균 영향인자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공통원인고장:  Iccf = q [0,0,1,0] = [0,0,0,q,0] 

기기 1의 독립고장: Is1 = (1-q) [0,1,0,0] = [0,1-q,0,0] 

기기 2의 독립고장: Is2 = (1-q) [0,1,0,0] = [0,1-q,0,0] 

따라서, 전체 평균 영향인자: 
−

I = [0, 2(1-q), q, 0] 

일반적으로 m 계열로 이루어진 기기 중에서 k기기가 공유원인으로 고장 시 

영향 벡터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전체 평균 영향인자: 
−

I = [0, k(1-q), 0,0,,,,,,,,,,,,,,,,,,q,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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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q는 벡터의 k+1번째 요소  

일반적으로 m 계열로 이루어진 기기 중에서 k기기가 시간 공유원인(c)으로 

고장시 공유 영향인자에 대한 평균 영향벡터 계산은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 영향인자: 
−

I = [0, k(1-c), 0,0,,,,,,,,,,,,,,,,,c, 0]                   (16) 

여기서, c는 벡터의 k+1번째 요소  

표 5.  기기 성능저하에 대한 영향벡터 평가  예 

기
기
그
룹 
크
기 

영향벡터 요소  

F0 F1 F2 F3 F4 

2 (1-p1) 
(1-p2) 

p1 (1-p2) 
+p2(1-p1) 

p1p2   

3 (1-p1) 
(1-p2) 
(1-p3) 

p1 (1-p2) (1-p3) 
+p2(1-p1) (1-p3) 
+p3 (1-p1) (1-p2)

p1 p2 (1-p3) +p1 
p3(1-p2) + 

p2 p3 (1-p1) 

P1 p2 p3  

4 (1-p1) 
(1-p2) 
(1-p3) 
(1-p4) 

p1 (1-p2) (1-p3) 
(1-p4)+p2(1-p1) 
(1-p3) (1-p4)+p3 

(1-p1) (1-p2) 
(1-p4)+p4(1-p1) 

(1-p2) (1-p3) 

p1 p2 (1-p3) 
(1-p4)+ p1p3 

(1-p2) (1-p4) + 
p1 p4 (1-p2) 
(1-p3)+p2p3 

(1-p1) 
(1-p4)+p2p4(1-p

1) (1-p3)+p3 p4 
(1-p1) (1-p2) 

p1 p2p3 
(1-p4)+p1p

2 p4 (1-p3) 
+p1p3 p4 
(1-p2) + 

p2p3p4 
(1-p1) 

p1p2p

3p4 

 

 

영향벡터 3가지 모두를 고려하면 영향벡터 식은 다음과 같다:  

공통원인고장:  Iccf = [cqF0, cqF1, cqF2,………………… cqFm]         (17) 

기기 1의 독립고장: Is1 = [(1-cq)(1-p1), (1-cq)p1, 0,0,,,,,,,,,,,,,0] 

기기 k의 독립고장: Isk = [[(1-cq)(1-pm), (1-cq)pm, 0,……….,0]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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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i번째 기기의 성능저하 상태 

Fi :i번째 기기의 성능저하 고려한 영향벡터인자  

평균 영향벡터인 Itot가 Iccf + Isk를 더한 값이라면, Itot는 식(18)와 

(19)처럼 표시된다[10].   

Itot = [cqF0 +∑
=

m

i 1

(1-cq) (1- pi), cqF1 + ∑
=

m

i 1

(1-cq)pi, cqF2, cqF3,…… 

cqFm]                  (18) 

Fk
(m) = ∏∑

==

k

i

mCk

l 01

(pi)∏
−

=

km

j 1

(1- pj)                                                                   (19) 

m: 그룹내의 계열 수  

k: m 계열 중 고장 수  

i:  m중 k 고장의 l번째 조합 고장 요소   

j:  m중 k 고장의 l번째 조합 비고장 요소 

p: 각 기기의 손상 인자(확률) 

c: 공유원인 인자  

q: 시간원인 인자  

mCk : m! /((m-k)!*k!) 

 

2. 적용인자 결정  

CCF 사건에 대한 영향벡터를 분석 대상발전소에 적용하는 과정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CCF 사건 발생 발전소와 분석 대상 발전소의 정성적 

차이로 인한 조정이고, 두 번째는 정량적 차이로 인한 조정이다[2,10, 11, 

12].  

가. 정성적 차이로 인한 조정  

분석대상 발전소와 원래의 사건이 발생된 발전소 사이의 설계, 환경, 

운전특성의 차이를 평가하여 분석 시 이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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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고장의 원인이나 연계기제가 분석 대상 발전소의 계통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선별될 수 있다. 선별되지 않는다면 적용인자(event 

applicability factor)를 고려하여 수정된 영향인자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2,10, 11, 12]: 

Ip= r*I 

r은 r = r1* r2 두 가지 인자의 곱으로 표시되는데 각각 근본원인인자 적용 

정도와 연계인자 적용 정도를 나타낸다. 이들 값들은 각각 0~1의 값을 갖는데, 

제안 값이 표 6에 나타나 있다 [2, 3, 8, 10, 11]. 이들 값을 계산하는데 있어 

중요 현안은 계통의 설계 개선이나 절차서 개정이 이루어져 이전에 발생된 

사건이 선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설계 개선이나 절차서 개정이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고장 기제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6. 정성적 차이 적용인자  

평가대상 발전소의 
방어세기 

적용 인자 

Root 
cause( r1) 

Coupling 
( r2) 

완전방어 0 0 

우수방어 0.1 0.1 

보통방어 0.5 0.5 

약한 방어 또는  방어 
없음 

1 1 

  

나. 정량적 차이로 인한 조정   

이전 발생 사건과 현 분석대상 발전소사이의 계열(train) 수 차이로 인한 

영향 벡터인자를 보정한다. 여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크게 3종류가 있다[2, 

3, 10, 11, 12]: 

 보정내림(mapping down): 분석대상 계통의 계열 수가 기존 발생 계통의 

계열 수보다 작을 경우  

 보정올림(mapping up): 분석대상 계통의 계열 수가 기존 발생 계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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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수보다 클 경우 

 변동 없음: 분석대상 계통의 계열 수와 기존 발생 계통의 계열 수가 동일할 

경우 또는 치명적인(lethal) 사건이 발생한 경우  

 

독립사건, 치명적 충격, 비치명적 충격에 대한 보정은 다음과 같다: 

독립사건  

단일 사건의 수는 계열 수에 비례하므로 m 계열에서 n 계열로 변경할 때 

다음과 같이 영향벡터를 보정한다. 

INI
(m) = (m/n) INI

(n)                                                                                    (20) 

여기서,   

INI
(m): 다중도 m인 계통의 독립사건 수   

INI
(n): 다중도 n인 계통의 독립사건   

 

치명적 충격 사건  

사건이 발생하면 계통 내의 모든 중복 기기가 고장 나는 사건을 Lethal 

shock 사건이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영향벡터는 계열 수에 관계없이 

같다. 

 Fm
(m) = Fn

(n)                                                                                           (21) 

where,  

Fm
(m): 다중도 m인 원래 계통에 대한 영향벡터 (m+1)번째 요소   

Fn
(n): 다중도 n인 원래 계통에 대한 영향벡터 (n+1)번째 요소   

 

CAFE-PSA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출 기기 수 (C4)와 기기손상 수(C8)가 동

일하고 기기손상벡터 모두가 C이며, shared cause와 timing factor 모두가 

high인 경우에 치명적 CCF 사건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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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명적 사건  

보정 절차에 따라 보정식이 다르게 주어진다. 다음 식은 3계열에서 2계열의 

보정내림과 2계열에서 3계열의 보정 올림식이다. 다른 계열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2, 3, 11, 12]을 참고하면 된다.  

 Formula for mapping down( 3 --- > 2)  

)3(
1

)3(
0

)2(
0 3

1 FFF +=  

)3(
2

)3(
1

)2(
1 3

2
3
2 FFF +=                                                                              (22) 

)3(
3

)3(
2

)2(
2 3

1 FFF +=  

 

Formula for mapping up (2--- > 3) 

)2(
1

)3(
1 )1(

2
3 FF ρ−=  

)2(
2

)2(
1

)3(
2 )1( FFF ρρ −+=                                                                   (23) 

)2(
2

)3(
3 FF ρ=  

여기서,   

)( m

iF : 다중도 m인 원래 계통의 (i+1)번째 영향벡터   

ρ =주어진 충격에 따른 각 기기가 고장 날 조건부 확률로서 Kvam 

[12,13]이 제안한 다음의 식을 사용한다: 

ρ = 

)()1(

)()1(

1

1

iFim

iFii
m
i

m
i

∑−

−∑

=

=                                                   (24) 

여기서,  

m: 공통원인그룹내의 요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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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i번째 일반 영향벡터  

 

NUREG/CR-5485[10]에서 제시된 식보다, 위의 식(24)는 올림 보정 시 

비교적 오차가 적은 결과를 보인다. 오차가 적은지의 여부는 올림 보정 후에 

올림내림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다. Kvam의 식(24)은 2계열에서 3, 4, 

6계열로의 mapping up후 mapping down을 하면 원래의 값에 비해 차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3에서 4, 6계열로의 mapping up후 mapping down을 하면 

원래의 값에 비해 차이가 있다. 하지만 2계열이나 3계열에서의 mapping up 

어느 경우에서나 NUREG/CR-5485에서 제시한 식을 사용한 경우 보다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적다[12].  참고문헌 [2, 13]에서는 ρ의 값에 제한치를 

두는데 CAFE-PSA도 이들 참고문헌에 따라 ρ값을 0.5보다 작거나 같게 

하였다.   

제 3절 CCF 모수 추정과 CAFE-PSA 이용  

 

1. 알파인자와 MGL 모수, CCF 인자  추정 
 

영향벡터를 구한 후 고장수를 추정하고 다음,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최종 알파모수를 구한다. 다음, CCF인자와 MGL 모수를 구한다.  

 

가. 최우 추정   

각각의 영향범주(impact category)내에 있는 사건의 수는 대응되는 

영향벡터의 요소를 합산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nk = ∑
=

m

i 1

−

kF (i)                                                                                            (25) 

 

nk:  k 유사 기기 고장과 연관된 기본 사건 총 수  

−

kF (i): 사건 i에 대한 평균 영향 벡터의 k번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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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법을 사용한 알파인자는 식(6)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α k =  nk / ∑
=

m

k 1

nk 

 

나.  베이지안 업데이트  

CCF 모수의 통계적 불확실성 처리에 베이지안 방법이 사용된다. 베이지안 

방법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
)()()(

EL
ELgg θθθ =Ε

                                                                      (26) 

여기서,  

g(θ/E): θ의 사후분포  

g(θ): 사전분포    

L(E/θ): 우도 함수  

L(E): 주변 분포  

∫= θθθ dgELEL )()()(                                                                  (27) 

 

알파인자의 합이 1이기에, 위의 식을 사용해서 얻어진 사건 데이터의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현된다:   

L(n1,……, nm| mαα ,....,1 ) 
m

nnn

m

m m

nn
nnn

ααα 1
21

1

21 ....
)()......(

)...,( 21 −

ΓΓ
++Γ=           (28) 

여기서,   

nk : k 기기들의 고장과 연관된 사건 수    

 

kα 의 사전분포로 Dirichlet 분포함수를 선정하면 사후분포 역시 Dirichlet 

함수가 되어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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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mαα ,....,1 ) =  
m

m

m AAA m

AA
AAA

ααα 1
2

1
1

1

1

21 ....
)()......(

)...,(
21 −−−

ΓΓ
++Γ=               (29) 

 

여기서, Ak’s [k=1,…,m]는 사후분포 모수이고, 사전분포 

모수[A01,…….,A0m]와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Ak= A0k +nk  

 

각 kα 의 주변분포 일반 형태는 아래와 같은 베타분포이다; 

gk( kα ) = )1(
)()(

)( 1)(1 −−− −
−ΓΓ

Γ AAA kTk
kk

kTk

T

AAA
A

αα                                    (30) 

 

따라서, kα 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mean ( kα ) = Ak/AT= a/(a+b)                                                              (31) 

variance ( kα  ) =ab/[(a+b)2*(a+b+1)]                                              (32) 

여기서,  

AT = ∑
=

m

k 1
Ak  

a = Ak,  b =AT-Ak, k=1, 2, 3,……                                             (33) 

Ak =Pk + Lk, k=1, 2, 3, 4,…… 

LK= L0K, PK= P0K, k= 2,3,4,…   

L1= L01+INL, P1= P01+INP, k= 1 

L0K = 특정 k 기기와 연관된 CCF 사건 수 – 우도  

P0K =  특정 k 기기와 연관된 CCF 사건 수 –사전  

INL =독립사건 수 –우도 

INp= 독립사건 수 – 사전 

 

식 (31)로부터 CCF 인자는 식 (10)과 (11)을 이용하여 구하고,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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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는 식 (13)과 (14)를 이용하여 구한다. 

 

2. CAFE-PSA 이용 CCF 모수 추정  
 

CAFE-PSA를 이용한 모수 추정 절차가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CAFE-PSA에서는 앞의 1, 2, 3절과 4절 1의 내용들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림 14를 중심으로 CCF 모수 추정 절차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CAFE-PSA 의 사용 menu에 대해서는 2장을 참고하라. 그림 14에 따른 CCF 

모수 추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기기가 ICDE DB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ICDE DB 정리.  

 ICDE DB 정리는 입력정보가 제대로 있는지 여부 확인하는 것임. 

 분석 대상 기기와 계열 수 선정 

 ICDE CCF 사건 영향벡터 계산 

 적용인자 계산  

 영향인자 매핑 

 우도함수 계산 

 베이지안 update 

 알파인자, CCF 인자, MGL 모수 추정   

 별도의 수계산으로 CCF 사건 확률 계산 

 



 

38 

 

 

 

그림 14. CAFE-PSA를 이용한 알파인자 모수 추정절차  

 

위에서 언급한 절차는 1단계 베이지안 방법에 다른 CCF 모수 추정 절차이

다. 이러한 1단계 베이지안 방법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사형태의 발전소들 

모두가 동일한 알파인자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CCF 모수 추정 시에도 2단계 베이지안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즉, 1차 사

전분포에 영향인자 우도함수를 고려하여 1차 사후분포 를 얻고, 다시 이를 토

대로 발전소 운전 경험을 반영하여 2차 사후 분포를 얻는 것이다. 1,2차 사후

분포 역시 베타분포가 된다.  2단계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가 발전소 운전 경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 베이지안 업데이트는 사전분포가 베타분포로 주어지거나 고장

수로 주어질 수 있다. 베타분포로 주어질 경우에는 아래의 식을 사용한다:  

   사전 분포: (a0, b0), 우도 함수: (a, b), 사후 분포: (a+a0, b+b0) 

 

고장수로 주어질 경우에는 식(33)를 이용하여 베타분포의 우도함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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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한 후 사후분포를 구한다. 다음과 같은 베이지안 업데이트 예제에 대해 계

산을 해보자:  

 이전 ICDE CCF 사건에 대해 분석발전소의 영향벡터 평가 후 얻어진 고장

수: 

n1 = 45.1 events, n2 = 2.05 events, n3 = 0.45 events 

 사전분포는 NUREG/CR-5485[10]에 제시된 값으로 표 8에 제시: 

 발전소 고유 기기고장 통계량: n’1 = 35, n’2 = 0, n’3 = 0 

표 7. NUREG/CR-5485의 사전분포 예 

CCCG 
Size m 

α-factor 
Distribution parameter Average- generic 

Alpha factor a b 

2 
α1 9.5300 0.470 0.0953 
α2 0.4700 9.530 0.047 

3 
α1 15.2000 0.800 0.950 
α2 0.3872 15.613 0.0242 
α3 0.4128 15.587 0.0258 

 
1차 베이지안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1= a1+n1 =15.2+ 45.1 = 60.3,    

B1 =b1+n2+n3=0.8+2.05+0.45 = 3.3,  

A2=a2+n2=0.3872+2.05=2.4372, 

B2=b2+n1+n3=15.613+45.1+0.45= 61.163,   

A3=a3+n3=0.4128+0.45=0.8628 

B3=b3+n1+n2=15.587+45.1+2.05 = 62.737 

 

따라서 1단계 업데이트한 알파인자 모수 값은 표 9과 같다: 

표 8. 1단계 베이지안 업데이트 결과  

CCCG 
Size m 

α-factor 
Distribution parameter Average- generic 

Alpha factor a’ b’ 

3 
α’1 60.3 3.3 0.9481 
α’2 2.4372 61.163 0.038 
α’3 0.8628 62.737 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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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의 기기 데이터에 대한 고유 데이터 값이 n’1 = 35, n’2 = 0, n’

3 = 0로 주어졌을 경우 2차 베이지안 업데이트 값은 1단계 베이지안 업

데이트처럼 표 8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표 9. 2단계 베이지안 업데이트 결과 

CCCG 
Size m 

α-factor 
Distribution parameter Average- generic 

Alpha factor a’’ b” 

3 
α’1 95.3 3.3 0.9665 
α’2 2.4372 96.163 0.0247 
α’3 0.8628 97.737 0.0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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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CAFE-PSA를 이용한 ICDE CCF 사건 분석   
 

이 장에서는 ICDE CCF 사건에 대해 CAFE-PSA를 이용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제 1 절.  정성적 분석 결과 

앞의 에서 EDG에 대한 분석 결과와 사건들 분석에 사용한 코드 설명이 기술되

었기에 여기에서는 전동구동밸브, 역지밸브, 펌프, 차단기에 대한 분석 결과만

을 기술하였다.  

표 10, 11, 12의 전동구동밸브, 역지밸브, 펌프의 분석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이들 기기들 CCF 사건 주요 근본원인은 기기 내부이다. 차단기는 표 13에 나

타나 있듯이 설계나 제작이 주요 근본원인으로 나타났다.  연계인자는 전동구

동밸브와 펌프는 운전이, 역지밸브와 차단기는 하드웨어설계가 주요 인자로 나

타났다. 시정조치로는 전동구동밸브와 펌프가 행정/절차 통제, 역지밸브와 차

단기는 정비/운전이 주요 시정조치로 나타났다. 탐지방법에 있어서는 전동구

동밸브와 펌프, 차단기는 운전시 시험, 역지밸브는 핵연료재장전 시 시험이 주

요 방법으로 나타났다.   

표 10. 전동구동밸브 정성적 분석 결과  

Root Cause (C9) 
Section A C D H I O P Total      

No.of events 2 2 14 12 19 7 11 67      
Percentage[%] 2.985 2.985 20.9 17.91 28.36 10.448 16.4       
Coupling factor (C10) 

Section E H HC OMF OMP O OF OP Total     
No.of events 1 11 12 6 6 27 2 2 67     
Percentage[%] 1.493 16.42 17.91 8.955 8.955 40.299 2.99 2.985      
Corrective actions (C12) 

Section A B C D E F G O Total     
No.of events 28 9 3 5 2 12 5 3 67     
Percentage[%] 41.791 13.43 4.478 7.463 2.985 17.91 7.46 4.478      
Detection method (C6) 

Section DE Empty MA MC MW TA TI TL TU U Total
No.of events 8 3 6 9 1 17 21 2 2 1 70
Percentage[%] 11.429 4.286 8.571 12.86 1.429 24.286 30 2.857 2.85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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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역지밸브 정성적 분석 결과  

Root Cause (C9) 
Section C D H I M P Total   

No.of events 1 21 1 41 1 3 68   
Percentage[%] 1.471 30.88 1.471 60.29 1.471 4.412    
Coupling factor (C10) 

Section EI H HC HQ HS OMF OMP OMS Total 
No.of events 4 3 22 4 8 1 5 21 68 
Percentage[%] 5.882 4.412 32.35 5.882 11.77 1.471 7.35 30.88  
Corrective actions (C12) 

Section A B C E F G Total   
No.of events 12 22 13 1 19 1 68   
Percentage[%] 17.647 32.35 19.12 1.471 27.94 1.471    
Detection method (C6) 

Section DE Empty MA MW TA TI Total   
No.of events 2 4 18 12 24 8 68   
Percentage[%] 2.941 5.882 26.47 17.65 35.29 11.765    

 

표 12. 펌프 정성적 분석 결과 

Root Cause (C9)       
Section A C D H I M P U Total       

No.of events 8 7 24 15 36 1 11 3 105       
Percentage[%] 7.619 6.667 22.86 14.29 34.29 0.952 10.5 2.857        
Coupling factor (C10) 

Section E EE EI H HC HQ HS OMF OMP OMS O OP Total
No.of events 17 2 1 20 22 1 3 2 5 3 27 2 105
Percentage[%] 16.19 1.905 0.952 19.05 20.95 0.952 2.86 1.905 4.762 2.857 25.7 1.91  
Corrective actions (C12)        

Section A B C E F G O Total        
No.of events 32 22 15 7 14 10 5 105        
Percentage[%] 30.476 20.95 14.29 6.667 13.33 9.524 4.76         
Detection method (C6)       

Section DE MA MC MW TA TI TU U Total       
No.of events 29 10 17 11 6 30 6 3 112       
Percentage[%] 25.893 8.929 15.18 9.821 5.357 26.786 5.36 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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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차단기 정성적 분석 결과 

Root Cause (C9)   
Section C D H I M O P U Total   

No.of events 2 24 8 9 3 2 5 2 55   
Percentage[%] 3.636 43.64 14.55 16.36 5.455 3.636 9.09 3.636    
Coupling factor (C10) 

Section H HC HQ HS OMF OMP OMS O U Total 
No.of events 2 24 3 5 5 3 7 2 4 55 
Percentage[%] 3.636 43.64 5.455 9.091 9.091 5.455 12.7 3.636 7.273   
Corrective actions (C12)   

Section empty A B C D E F O Total   
No.of events 6 8 24 4 4 5 2 2 55   
Percentage[%] 10.909 14.55 43.64 7.273 7.273 9.091 3.64 3.636    
Detection method (C6)     

Section DE Empty MA MW TA TI Total     
No.of events 10 5 7 6 8 21 57     
Percentage[%] 17.544 8.772 12.28 10.53 14.04 36.842      

 

제 2절. 정량적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US NRC 2007 CCF 모수 추정에 사용되었던 사전분포를 사용하

고 ICDE CCF 사건 데이터를 우도함수로 2계열에 대한 알파모수를 추정하였

다. 정량화 시 Applicability Factor에 대해서는 모두 1로 평가하였다. 또한 노

출기기 수 (C4: number of exposed components)와 기기손상 수 (C8: 

impairment vector)가 동일하고, 기기손상 벡터 모두가 C로 평가되며, 공유

인자와 시간인자 모두가 high로 평가된 경우에는 Lethal Shock으로 평가한다.  

   표 14에는 CAFE-PSA를 이용하여 2계열에 대한 알파인자를 평가한 결과

가 기존 분석결과와 비교되어 나타나 있다. 이 알파인자 평가는 기기의 시험이 

시차적으로 수행됨을 가정하고 있다.  ICDE-rev은 국가별  CCF사건 데이터

와 독립사건 중에 CCF 사건만을 입력한 국가를 제외한 경우이다. ICDE-USA

는 ICDE 데이터 중 미국 데이터만을 갖고 평가한 경우이고 독립사건이 없는 경

우에는 평가할 수 없기에 n/a로 표시했다.   

   ICDE 데이터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는 국내 원전 PSA에서 사용해왔던 

NUREG/CR-5497과 EPRI-KAG 데이터 보다는 작게 평가되었지만 

NRC-2007보다는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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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2계열에 대한 ICDE 알파모수 평가 결과  

component Failure 
Mode ICDE ICDE-rev ICDE-USA NRC-2007 NUREG/CR-

5497(1998) 
 EPRI-KAG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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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 fails to open, FC: fails to close, FR: fails to run, FS: fails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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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DE  

a. 일부 사건의 CCCG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exposed size와 동일하게 했음 

2) ICDE-REV:  ICDE 데이터 중 어떤 나라는 독립사건을 입력하지 않고 CCF사건만을 입력

한 경우 계산시 제외한 것임 

3) ICDE-USA: ICDE 데이터 중 미국 데이터만을 갖고 분석. 독립사건이 없는 경우는 n/a 

4) NRC-2007: NRC website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1990~2007년도까지의 미국 데이터 

분석 결과 

5) NUREG/CR-5497: 국내 가동원전 PSA에 주로 사용했던 CCF 데이터. 1980~1995년까

지의 미국 데이터 

6) EPRI-KAG: 국내 신규원전 PSA에 주로 사용했던 data 

*:LPSI와 RHR 계통의 데이터는 동일하다고 판단.  

**: strainer와 traveling screening 펌프 데이터에 포함여부가 확인 안됨. 빠져있는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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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CCF 사건은 그 발생빈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PSA에서의 CCF 상세 분석은 

일반적으로 다른 발전소들의 CCF 사건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OECD/NEA

에서는 CCF사건을 국제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해 ICDE (international 

common cause failure data exchange)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2002년부터 참가하여 2009년도에는 ICDE로부터 비상디젤발전기, 전

동구동밸브, 역지밸브, 펌프 차단기에 대한 400여건의 CCF 데이터를 입수하

였다. 그러나, ICDE CCF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ICDE CCF 사건을 이용한 CCF 모수 추정 프로그램, CAFE-PSA 

(common CAuse Failure Event analysis program for PSA),를 개발하였

다.  

CAFE-PSA는 ICDE CCF 사건을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모든 분석

결과는 엑셀로 출력 가능하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기기 종류, 기기유형별, 국

가별 CCF 사건들의 근본원인, 연계인자, 시정조치, 탐지방법을 분석할 수 있

다. 정량적인 분석에서는 8계열까지의 CCF 모수를 시차시험과 비시차시험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가능 CCF 모수는 알파모수, CCF인자, MGL 모수이다.  

CAFE-PSA를 이용한 ICDE CCF 사건의 정성적 분석 결과 전동구동밸브, 

역지밸브, 펌프의 CCF 사건 주요 근본원인은 기기 내부부품 고장이고, 

비상디젤 발전기와 차단기는 설계/제작이나 설치 부적절이 주요 근본원인으로 

나타났다. CAFE-PSA를 이용한 ICDE CCF 사건의 정량적 분석 결과 

지금까지 국내 원전 PSA에서 사용해왔던 NUREG/CR-5497과 EPRI-KAG 

CCF 데이터 값보다는 작게 평가되었지만 NRC-2007 CCF 데이터 값보다는 

높게 평가되었다. 

CAFE-PSA를 이용한 ICDE CCF 사건의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여 CCF 

사건 발생원인과 연계인자 등을 파악함으로써 원전의 설계나 운전에 CCF 사건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CAFE-PSA로 PSA에 

모델링하는 CCF 사건의 상세분석을 수행하여 타당성 있는 CCF 모수 값을 

추정할 수 있고 더불어 PSA 품질 향상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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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A: 국내 원전 CCF 데이터 수집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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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bservation period  
NPP start End 
KR-5 1991-01-01 2002-06-30 
KR-6 1991-01-01 2002-06-30 
KR-7 1990-01-01 2001-12-31 
KR-8 1990-01-01 2001-12-31 

KR-11 1995-04-01 2002-12-31 
KR-12 1996-01-01 2002-12-31 
KR-13 1998-08-11 2002-12-31 
KR-14 2000-01-01 2002-12-31 

 
 
2. Number of common cause component groups  
 

Unit 
 

EDG Circuit 
Breaker 

Centrifugal 
pump 

Motor 
Operated 

Valve 
Check valve 

Sum 

KR-5 1 4 10 17 21 53 
KR-6 1 4 10 17 21 53 
KR-7 1 4 10 17 21 53 
KR-8 1 4 10 17 21 53 
KR-11 1 6 8 25 23 63 
KR-12 1 6 8 25 23 63 
KR-13 1 6 8 23 20 58 
KR-14 1 6 8 23 20 58 
Sum 8 40 72 164 170 454 

 
 
3. Number of independent failure events   

Unit 
EDG     Circuit Breaker Centrifugal 

pump 
Motor Operated 
Valve Check valve Su

m 
FS FR FO FC SO FS FR FO FC IL FO FC IL  

KR-5    1  7 6 3      17 
KR-6      3 3 3 1     10 
KR-7 3     8 4 2 1     18 
KR-8      4  3     1 8 
KR-11 17*   2  15 1 4 1     40 
KR-12 10*     1 2 1      14 
KR-13 5*   1  5 1    1  1 14 
KR-14 4*     2        6 

Sum 39   4 0 45 17 16 3 0 1 0 2 12739 4 62 19 3 
FS: fails to start, FR: fail to run, FO: fails to open, FC: fails to close, SO: spurious open,  
, IL: internal leakage  
*For EDG data of KR-11, KR-12, KR-13 and KR-14, Korea already sent them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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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umber of CCF events 

Unit EDG Circuit Breaker Centrifuga
l pump* 

Motor Operated 
Valve* Check valve Su

m 
FS FR FO FC SO FS FR FO FC IL FO FC IL  

KR-5 0 0 0 0 0   1   0 0 0 0 
KR-6 0 0 0 0 0 1     0 0 0 0 
KR-7 0 0 0 0 0 1     0 0 0 0 
KR-8 0 0 0 0 0  2    0 0 0 0 
KR-11 1* 0 0 0 0 1  1   0 0 0 0 
KR-12 1* 0 0 0 0 1     0 0 0 0 
KR-13 0 0 0 0 0 1 1    0 0 0 0 
KR-14 0 0 0 0 0     1 0 0 0 0 

Sum 2 0 0 0 0 5 3 2  1 0 0 0 13  2 0 8 3 0 
FS: fails to start, FR: fail to run, FO: fails to open, FC: fails to close, SO: spurious open,  
, IL: internal leakage  
*For EDG data of KR-11, KR-12, KR-13 and KR-14, Korea already sent them in 2005. 
 
5. Number of Complete and Partial CCF events   

  
Sum EDG Circuit 

Breaker 
Centrifugal 
pump 

Motor 
Operated Valve 

Check 
valve 

Complete 
failure 

2 0 0 2 0 0 

Partial Failure 11 2 0 6 3 0 
 
6. Submission date on Report of CCF events   

 EDG Circuit 
Breaker 

Centrifugal 
Pump 

Motor 
Operated 
Valve  

Check valve 

Submission 
date 2005, 2007-1 2007-1 2007-06-30 2007-06-30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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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NRC의 2007 알파인자 사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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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Version : 2007/12/31 
 
Total Number of Independent Failure Events: 0 
Total Number of Common-Cause Failure Events: 0 
ALPHA FACTOR DISTRIBUTIONS 
CCCG = 2 

Alpha 
Factor  5th%  Mean  Median 95th% MLE a  b  

α 1 0.8993200 0.9742690 0.9887700 0.9999290 ---- 1.7418E+01 4.6002E-01 
α 2 6.65E-05 2.57E-02 1.12E-02 1.00E-01 ---- 4.6002E-01 1.7418E+01 

 
CCCG = 3 

Alpha 
Factor  5th%  Mean  Median 95th% MLE a  b  

α 1 0.9306240 0.9755060 0.9819700 0.9982830 ---- 4.5105E+01 1.1325E+00 
α 2 6.61E-04 1.87E-02 1.23E-02 5.84E-02 ---- 8.6476E-01 4.5372E+01 
α 3 2.07E-07 5.79E-03 1.17E-03 2.74E-02 ---- 2.6776E-01 4.5969E+01 

 
CCCG = 4 

Alpha 
Factor  5th%  Mean  Median 95th% MLE a  b  

α 1 0.9380870 0.9740820 0.9782970 0.9956540 ---- 7.0868E+01 1.8856E+00 
α 2 1.43E-03 1.70E-02 1.28E-02 4.69E-02 ---- 1.2400E+00 7.1513E+01 
α 3 9.66E-06 5.89E-03 2.32E-03 2.38E-02 ---- 4.2870E-01 7.2324E+01 
α 4 9.21E-09 2.98E-03 3.83E-04 1.50E-02 ---- 2.1695E-01 7.2536E+01 

 
CCCG = 5 

Alpha 
Factor  5th%  Mean  Median 95th% MLE a  b  

α 1 0.9521790 0.9760740 0.9782400 0.9925770 ---- 1.4106E+02 3.4576E+00 
α 2 2.59E-03 1.41E-02 1.19E-02 3.30E-02 ---- 2.0400E+00 1.4247E+02 
α 3 3.01E-04 6.59E-03 4.50E-03 2.00E-02 ---- 9.5369E-01 1.4356E+02 
α 4 2.21E-06 2.67E-03 9.37E-04 1.12E-02 ---- 3.8684E-01 1.4413E+02 
α 5 5.61E-20 5.33E-04 5.18E-07 3.10E-03 ---- 7.7129E-02 1.4444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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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G = 6 
Alpha 
Factor  5th%  Mean  Median 95th% MLE a  b  

α 1 0.9553700 0.9762820 0.9779970 0.9913440 ---- 1.7893E+02 4.3470E+00 
α 2 2.60E-03 1.24E-02 1.07E-02 2.81E-02 ---- 2.2804E+00 1.8099E+02 
α 3 4.16E-04 6.13E-03 4.45E-03 1.75E-02 ---- 1.1245E+00 1.8215E+02 
α 4 3.82E-05 3.40E-03 1.85E-03 1.20E-02 ---- 6.2471E-01 1.8265E+02 
α 5 1.60E-08 1.32E-03 2.18E-04 6.46E-03 ---- 2.4272E-01 1.8303E+02 
α 6 1.26E-20 4.07E-04 3.05E-07 2.36E-03 ---- 7.4722E-02 1.8320E+02 

 
CCCG = 7 

Alpha 
Factor  5th%  Mean  Median 95th% MLE a  b  

α 1 0.9603690 0.9769760 0.9781320 0.9896440 ---- 2.6720E+02 6.2971E+00 
α 2 3.14E-03 1.12E-02 1.00E-02 2.33E-02 ---- 3.0721E+00 2.7042E+02 
α 3 6.66E-04 5.55E-03 4.40E-03 1.43E-02 ---- 1.5182E+00 2.7197E+02 
α 4 1.58E-04 3.48E-03 2.37E-03 1.06E-02 ---- 9.5310E-01 2.7254E+02 
α 5 1.00E-05 1.93E-03 9.22E-04 7.26E-03 ---- 5.2795E-01 2.7296E+02 
α 6 4.58E-10 7.08E-04 6.75E-05 3.68E-03 ---- 1.9373E-01 2.7330E+02 
α 7 5.03E-44 1.17E-04 8.41E-13 4.81E-04 ---- 3.2027E-02 2.7346E+02 

 
CCCG = 8 

Alpha 
Factor  5th%  Mean  Median 95th% MLE a  b  

α 1 0.9622170 0.9773660 0.9783580 0.9891370 ---- 3.1221E+02 7.2302E+00 
α 2 3.13E-03 1.04E-02 9.45E-03 2.12E-02 ---- 3.3414E+00 3.1609E+02 
α 3 6.67E-04 5.04E-03 4.06E-03 1.28E-02 ---- 1.6130E+00 3.1782E+02 
α 4 1.86E-04 3.26E-03 2.30E-03 9.62E-03 ---- 1.0438E+00 3.1839E+02 
α 5 3.88E-05 2.20E-03 1.28E-03 7.47E-03 ---- 7.0280E-01 3.1873E+02 
α 6 5.77E-07 1.13E-03 3.63E-04 4.86E-03 ---- 3.6184E-01 3.1907E+02 
α 7 1.19E-13 3.98E-04 8.44E-06 2.25E-03 ---- 1.2739E-01 3.1931E+02 
α 8 5.47E-36 1.25E-04 5.43E-11 6.01E-04 ---- 4.0005E-02 3.1940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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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ICDE DB 수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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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F 사건을 정량적으로 추정하는데 있어 기기손상 벡터(C8)가 사용된다. 

기기손상 벡터를 평가하기 전에 노출모집단 크기(C4)와 관측모집단 

크기(G6)를 선정한다. 이들 크기는 기본적으로 계통을 기준으로 하나 계통 

사이에 대해서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보조급수계통내의 모든 

전동구동밸브 (MOV)를 관측모집단으로 그 수를 12대라고 하자.  이들 

MOV중 보조급수 펌프의 후단에 있는 MOV 6대만이 CCF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노출모집단은 6대가 되고 이에 따른 기기손상벡터 역시 6대에 대해 

표시된다. 따라서 노출모집단 크기와 기기손상벡터 크기는 동일하고 

관측모집단 크기는 노출모집단 크기와 동일하거나 크다.  어느 경우에는 이들 

크기가 동일하다. 예를 들면 어떤 계통에  3대의 전동구동 펌프가 있다고 하자. 

이들 펌프 중  2대는 CCF로 고장이지만 1대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자. 이 

경우 관측모집단 수와 노출모집단 수, 그리고 기기손상벡터 수는 동일하다. 

참고문헌 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C4(number of exposed component): 노출 모집단 크기, 관측 CCF 

사건에 민감한 노출모집단(EP) 크기를 나타냄. 대부분 경우 이 숫자는 

관측모집단 (Observed Population)이나 공통원인기기그룹(Common 

Cause component Group)과 동일함. 그러나 관측모집단 기기 모두를 

고장나게 하지는 않음. 이 숫자는 관측모집단 숫자보다 작을 수 있음.  

 C8(impairment vector): 기기손상 벡터. Vector의 크기는 노출모집단 

(EP) 크기와 동일. 노출모집단 (EP) 기기의 손상 상태 정보 표시는 

다음처럼 표시됨: 

 C: 완전 고장  

 D: 퇴행 

 I: 초기 고장 

 W: 작동 

 G6 (observed population identification number): 관측 모집단 파악 

숫자로 . 관측모집단(OP)/공통원인기기그룹 (CCCG) 크기는 계통 내 

유사/다중 기기 수. 관측모집단(OP)/공통원인기기그룹 (CCCG)는 

내부적으로 동질. 관측모집단(OP)/공통원인기기그룹(CCCG)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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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동일 고장기제에 노출된 발전소 계통 내 기기 수 

 

사건정보 기록시 노출모집단 수와 관측모집단 수의 평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CDE CCF 사건 중 어떤 국가의 발전소에 대한 CCF사건 정보는 노출 

모집단 수와 관측모집단 수가 같아야 하는데 (정확히는 이 수가 다를 수도 

있음) 달리 기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3대의 전동구동 펌프가 있어 이들 펌프 

중 2대는 CCF로 고장이지만 1대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자. 이 경우 

관측모집단 수와 노출모집단 수 모두 동일하게 3대이지만 어떤 발전소는 

관측모집단 수는 3대로, 노출 모집단 수는 2대로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출 모집단 수와 기기손상벡터 수가 동일하기에 기기 손상 벡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기의 손상벡터가 기술되지 않아 CCF 사건이 

보수적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또 어떤 경우는 기기손상벡터가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Data Exchange를 이용하여 기기손상벡터를 

수정해야 한다.  

Data Exchange에서는 기본적으로 기기손상 벡터(C8)와 노출모집단 

크기(C4), 그리고 관측모집단 크기(G6)가 서로 다르면 이를 검색하여 아래 

그림처럼 보여준다. 분석자는 CCF Event ID를 이용하여 CCF 사건의 

관측모집단 크기와 노출모집단 크기 그리고 기기손상벡터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이들 크기와 기기손상벡터를 수정한다.  수정 

후에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다. 다음은 Data Exchange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Filter: Invalid only에서 기본적으로 C4, C8, G6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CCF 사건들을 보여준다.  Modified는 변경 시 변경된 것만을, All은 모든  

CCF 사건들을 보여준다. 

 Detail Filter: C4 <>C8은 C4와 C8의 크기가 다른 사건들만 보여준다. 

G6<>C8 Len은 G6과 C8크기가 다른 사건들만 보여준다. G6 >16은 

관측모집단 크기가 16개 이상인 CCF 사건을 보여준다. 현재 

CAFE-PSA에서는 기기손상벡터 크기 30개까지만 계산이 가능하지만 

손상벡터 크기가 20개 이상이면 계산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손상벡터 크기 



 

57 

 

 

26개 까지만 계산을 하도록 한다. 

 Excel Output: 현재 화면내용을 엑셀로 출력할 경우 사용한다. 

 C8 auto adjust with C4: 전체 기기손상벡터를 자동적으로 C4에 따라 

수정  

 

 

 

관측 모집단(observed population: OP), 공통원인기기 그룹(common 

cause component group: CCCG), 노출모집단(exposed population: EP) 별

도 정의 

 OP: 유사 또는 동일 기기 집합이다. OP는 CCF 확률 추정을 위한 통계량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OP는 한 기기내의 모든 유사 기기 집

합(예: 보조급수계통내의 모든 MOV) 이지만 한 계통이상의 기기를 포함

하는 경우도 있다. 

 EP: 실제로 관측된 CCF 사건에서 특정 공통원인 기제에 노출된 유사 또는 

동일 기기 집합이다. 데이터분석 시 사용되는 개념이다. EP의 모든 기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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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통원인 기제에 노출되었지만 서로 다르게 영향 받을 수 있다: 즉, 어

떤 기기는 완전히 고장 나고, 어떤 기기들은 퇴행되고 어떤 기기들은 영향

을 안 받을 수 있다. EP는 데이터 수집개념으로 보고되는 사건에 사용된다. 

EP의 구성은 보고된 사건으로 정의되고 기기 손상벡터에 의해 기술된다. 

EP는 흡입구와 배출구의 밸브를 포함할 수 있듯이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CCCG: 공통원인(서로 다른 공통원인 가능)에 의해 잠재적으로 높은 고장

을 가질 것으로 간주되는 기기들의 집합이다. 모델링 개념이다. CCCG는 

OP 정의뿐만 아니라 사건 보고에도 사용된다. CCCG를 도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계통의 동일한 여러 기기 그룹과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이 PSA

에 별도로 모델링 된다.  

 CCCG의 속성 때문에, CCCG의 모든 기기들은 동일 공통원인 기제에 

의해 노출될 것이다(예외 가능) 

 어떤 경우에 있어, OP, EP, CCCG는 동일하다. 

 OP는 CCCG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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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보호키 해제된 ICDE Access DB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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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ICDE Tool에서 Access MDB로 저장 

ICDE 프로그램을 이용한 MS excess 파일(pass word가 없는) 만들기   
1) 데이터 open 
2) ICDE shortcut에서 Data Exchange 선택 

 
 

3) 선택명령(file, edit, view, project 등) 바로 밑의 단추 중에 make copy of 
database 선택 
 

 
 

가) Source에서 - source file 확인 
나) Destination에서 destination file 생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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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options에서 include Data exchange Tables + Sub list 
Tables 확인  
                  merge data options에서 append data with keys 확인  
                  security에서 uncheck database password protection 

 
 

4). 선택명령(file, edit, view, project 등) 바로 밑의 단추중에 begin to 
create custom copy of database (빨강것)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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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S excess 프로그램 생성 –  result 창이 생김. OK click 

 
 

6) ICDE프로그램을 빠져나가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 다른 형식
(pass word가 있는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ICDE 프로그램 설명서를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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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알파인자를 이용한 CCF 인자와  

MGL 모수 추정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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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CCF 인자 변환 예 

 

시차시험(Staggered testing) 경우 CCF 인자는 다음과 같다: 

CCF factor 계산식  

m-1Ck-1= combination = (m-1)! /((m-k)!*(k-1)!)) 

 

m=4라 가정하자.  

k=  1일 경우, CCF Factor 1 = α1 /( 3! /((3!)*0!))= α1 

k=2일 경우, CCF Factor 2  

= α2 /( 3! /((2!)*1!)) 

= α2 /( 3*2!/((2!)*1!))= α2 / 3 

k= 3일 경우, CCF Factor 3  

= α3 /( 3! /((1!)*2!))= α3 /( 3*2!/((1!)*2!))= α2 / 3 

k= 4일 경우, CCF Factor 4  

= α4 /( 3! /((0!)*3!))= α4  

 

비시차 시험 (Non-staggered testing) 경우 CCF 인자는 다음과 같다: 

CCF Factor 계산식:  

  

 

m=4라 가정하자.  

αt =(α1+2α2+3α3+4α4) 

 

k= 1일 경우, CCF Factor 1   

=(1/( 3! /((3!)*0!))*( α1 /(α1+2α2+3α3+4α4)) 

=  ( α1 )/(α1+2α2+3α3+4α4)  

k= 2일 경우, CCF Factor 2  

= (2/( 3! /((2!)*1!))*(α2/(α1+2α2+3α3+4α4)) 

= (2/(3*2!/((2!)*1!))*(α2/(α1+2α2+3α3+4α4)) 

 ∑
=

⋅=
m

k

m
kt k

1

)(αα

 (αk
(m) / m-1Ck-1)   

 (k / m-1Ck-1) ∗ (αk / α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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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α2/(α1+2α2+3α3+4α4))   

k= 3일 경우, CCF Factor 3  

= (3/( 3! /((1!)*2!))*( α3 /(α1+2α2+3α3+4α4)) 

= (3/(3*2!/((1!)*2!))*(α3/(α1+2α2+3α3+4α4)) 

= (α3/(α1+2α2+3α3+4α4))   

k가 4일 경우, CCF Factor 4  

= (4/( 3! /((0!)*3!))*( α4 /(α1+2α2+3α3+4α4))=   

                  =4(α4/(α1+2α2+3α3+4α4))   

  

E. 2 MGL 모수 변환  

 

MGL(Multiple Greek Letter) 방법을 이용한 CCF 사건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Qk= (  ∏i=1
kρi)(1-ρk+1) Qt /m-1Ck-1 

     ρ1=1, ρ2=β , ρ3=γ, ρ4=δ, ρ5= ε, ρ6 =μ , ρ7 =υ, ρ8  =κ ….,  

ρm+1=0 

 β Beta 베타 / γ Gamma 감마 / δ Delta 델타 /ε Epsilon 입실론/ μ Mu 뮤 

/  ν nu 뉴 / κ kappa 카파  

ρK: 특정한 k-1개 기기의 고장 시 그 고장 원인이 다른 k기기와 공유될 조건부 

확률= (k개 이상의 기기와 연관된 CCF 수)/((k-1)개 이상의 기기와 연관된 

CCF 수) 

 

m=2 인 경우  

k=1, Q1= (ρ1)(1-ρ2) /1 = (1- β) 

k=2, Q2= (ρ1ρ2)(1-ρ3) /1= 1.β(1-0) = β 

 

m=3 인 경우  

k=1, Q1= (ρ1)(1-ρ2) /1 = (1-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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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Q2= (ρ1ρ2)(1-ρ3) /2= 1.β(1- γ) = β(1- γ) 

k=3, Q3= (ρ1ρ2ρ3)(1-ρ4) /1= 1.β.γ.(1-0) = βγ 

 

m=4 인 경우  

k=1, Q1= (ρ1)(1-ρ2) /1 = (1- β) 

k=2, Q2= (ρ1ρ2)(1-ρ3) /3= 1.β(1- γ) = β(1- γ)/3 

k=3, Q3= (ρ1ρ2ρ3)(1-ρ4) /3= 1.β.γ.(1- δ) = βγ(1- δ)/3 

k=4, Q4= (ρ1ρ2ρ3ρ4)(1-ρ5) /1= 1.β.γ.δ.(1-0) = βγδ 

 

시차시험인 경우 ρK는 다음처럼 표시된다: 

 ρK= (∑m
i=k m-1Ci-1Qi)/ (∑m

i=k-1 m-1Ci-1Qi) 

        = (∑m
i=k ni)/ (∑m

i=k-1ni) 

= { (∑m
i=k ni)/ (∑m

i=1 ni) }/{(∑m
i=k-1 ni)/ (∑m

i=1 ni)} 

= (∑m
i=k  αi)/ (∑m

i=k-1  αi) 

 

m=2 라면, k=1~2 

m과 k가 같으면 (∑m
i=k  αi) = αk= αm 

k가 2일 경우, ρ2=β = α2/ (α1+ α2) = α2 

 

m=3 라면, k=1~3 

k가 2일 경우, ρ2=β = α2+α3 

k가 3일 경우, ρ3= γ = α3/ (α2+α3)  

  

m=4라면, k= 1~4  

k가 2일 경우, ρ2=β = α2+α3+α4 

k가 3일 경우, ρ3= γ = (α3+α4)/ (α2+α3+α4)  

k가 4일 경우, ρ4= δ = (α4) / (α3+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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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차 시험인 경우 ρK는 다음처럼 표시된다:   

ρK= (∑m
i=k m-1Ci-1Qi)/ (∑m

i=k-1 m-1Ci-1Qi)  

        =(∑m
i=k ini)/ (∑m

i=k-1 ini) 

 = { (∑m
i=k ini)/ (∑m

i=1 ni) } /{(∑m
i=k-1 ini)/ (∑m

i=1 ni)} 

= (∑m
i=k  iαi)/ (∑m

i=k-1  iαi) 

 

 m=2 라면, k=1~2 

m과 k가 같으면 (∑m
i=k  iαi) = kαk= mαm 

k가 2일 경우, ρ2=β = (2α2) / (α1+ 2α2)  

 

m=3 라면, k=1~3 

k가 2일 경우, ρ2=β = (2α2+3α3) /(α1+ 2α2+3α3)  

k가 3일 경우, ρ3= γ = (3α3) / (2α2+3α3)  

  

m=4라면, k= 1~4  

k가 2일 경우, ρ2= β = (2α2+3α3+4α4 ) / (α1+ 2α2+3α3+4α4) 

k가 3일 경우, ρ3= γ = (3α3+4α4)/ (2α2+3α3+4α4)  

k가 4일 경우, ρ4= δ = (4α4) / (3α3+4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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