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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차세대원자로 설계관련 요소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과제는 차세대원자로(이하 APR1400) 기술개발분야 중 인간기계 연계계

통(이하 MMIS) 설계개선 및 중대사고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1. MMIS 설계개선 분야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은 감시, 제어 및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오랜 기간 동안 아날로그계통이 요구되는 감시 및 제어 기능을 만족스럽

게 수행해 왔으나, 아날로그계통의 지속적 사용에 관한 주된 우려사항은 노

후화로 인한 향, 즉 기계적 고장, 환경적 열화(environmental degradation), 

낙후화(obsolescence) 등이다. 일반 산업에서는 대부분 디지털 기반 시스템으

로 옮겨갔으며, 생산업체에서도 필요한 아날로그 예비부품에 대한 지원과 비

축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으로 전환되는 주된 이

유는 아날로그계통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디지

털 계측제어 계통 개발에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공통모드 소프트웨어 고장 

가능성, 안전성과 신뢰도 평가 방법, 인적요인과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그리

고 상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등의 해결해야할 기술적 현안들

이 있다.

  APR(Advanced Pressurized Reactor) 1400 원전에서 MMIS (Man 

Machine Interface System)는 주제어실 관련 MMI (Man Machine 

Interface)와 디지털 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APR1400 MMIS (Man Machine Interface System) 설계에는 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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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경험과 실적이 적은 디지털 기술과 첨단 MMI 기기와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인적오류, 신뢰도 정량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공통모드 고장, 

전자기파 향 등 새로운 설계현안이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설계현안들을 해결하고 안전성 검증을 할 수 있

는 기술들을 개발하여 APR1400 MMIS가 설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크게 APR 1400 원자로 MMIS 설계평가 및 계측제

어계통 소프트웨어검증과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 분석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개발기술과 설계인증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은 5개 주제

로 구성되어있다. 

  - MMI 설계현안 평가

  - Human Failure Event 입력자료 생산

  - 계측제어기기 수명 50년 보장 방법론 개발

  - APR1400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설계평가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기 및 계통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기술 개발

  2. 중대사고 연구분야 

중대사고 연구의 목적은 APR1400 원전의 설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음

의 세가지 중대사고에 대한 설계쟁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를 도

출하는 것이다. 첫째, APR1400 원전에서 채택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대

하여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 방안을 수행했을 때 원자로용기 하반구 

ICI(In-Core Instrumentation) 노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부 건전

성을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APR 1400 원전의 수소

점화기 위치 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중대사고완

화를 위한 격납건물 캐비티의 성능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APR 1400 

원전의 캐비티 설계를 중대사고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

사고 설계 쟁점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물리적 현상들이 규명되고 설계

를 평가하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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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MMIS 설계평가 및 소프트웨어 검증 

   APR1400 제어실은 컴퓨터 기반의 기술을 도입한 신형제어실로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기반기술의 도입은 원자력발전소의 감시 및 제어체계에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원치 않는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평가단계에서 Mockup으로 구현된 APR1400 HMI 설계

를 대상으로 APR1400제어실의 중요한 특징인 대형정보표시화면, 경보시스

템, CRT 정보표시화면 및 소프트제어기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HRA 입력

자료 도출 및 인간공학적 현안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평가하여 설계단계에서 

인간공학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 하여 운전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인적실수를 방지하여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 다. 

APR1400의 HMI 설계는 AP-600과 같은 HMI resource(대형정보판넬, CRT

기반의 워크스테이션, 소프트제어기, 전산화된 절차서)를 가지며 그 목적이 

같다. 본 연구에서는 웨스팅하우스사가 AP-600의 인간공학적 평가를 위해 

Rasmussen의 운전행위 모형을 기반으로 Task complexity 요소를 반 하여 

개발한 현안 중 일부를 평가하 다. AP-600의 현안을 분석해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그룹화하 고 그룹화된 현안은 APR1400의 Mockup에서 광 3, 

4호기 및 울진 원전의 운전원을 피실험자로 활용하여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는 심층 분석되어 설계팀에 보내어져 설계개선의 입력으로 사용되었다. 또

한, HRA 평가결과의 개선을 위해 MMI 관련 사항을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재평가 자료를 제시하 다.

  안전 소프트웨어 계획, 요구분석 및 설계단계 안전성평가 및 독립확인검증

은 APR1400 인허가 주요문서에 대한 독립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여 APR1400 설계에 반 토록 하 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허가 현

안기술 연구를 수행하여 심층방어 및 다양성분석 평가방법,  요구사양명세 

평가 및 검증방법,  실시간 성능분석 방법 및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계획/절

차 등을  제시하 다. 이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검증에 필요한 DB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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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 분석 

  디지털 기기와 계통의 정량적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은 근래에 그 연구필

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외국에서도 정립된 평가기

술이 개발되지 못한 분야이므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링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존기술의 분석‧정리, 

현장 자료의 취득, 실제 계통의 모델에 적용 등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

으며, 연구의 결과물로서 각 분야‧단계별로 해당 보고서를 출간하 고 국내

외 학술발표를 통해 그 성과를 검증하 는데, 최종적으로 디지털 기기‧계통

의 안전성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 고, APR1400에의 도입을 위

한 디지털 보호계통에 대한 설계 자문을 수행하 다.  계측제어기기 수명 60

년 보장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자기파에 의한 고장 메카니즘을 평가

하고 실제 원전 현장에서의 전자기파를 측정하 다.  이와 함께 계측제어기

기의 고장률을 이용한 수명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원자로보호계통(RPS)에 

대한 수명평가를 수행하여 계측제어기기 수명 60년 보장 방법론을 개발하

다.

  3. 감압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ICI 관통부 열적 파손모드 실험 및 해석

APR 1400 원전의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수행으로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방안의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원자로냉각재 계통 감압조건에서 원자로용기 관통부의 열적 파손 가능성과 

파손시 그 파손 모드를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평가하 다. 본 연구의 실험에

서는 산화 알루미늄 용융물을 사용하고 유도가열로를 사용하여 지속가열하

는 두 경우로 구분하여 수행하 고, 실험결과와 APR 1400 원전은 LILAC과 

FLUENT 및 ABAQUS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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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대사고 설계쟁점 현안평가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캐비티 성능분석 기술개발 및 설계평가에서는 국내

에서 개발되는 APR1400 가압경수로의 고유한 설계 특성에 맞는 캐비티 성

능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APR 1400 원전의 캐비티가 중대사고 완화를 위하

여 설계되었는 가를 평가하 다. APR 1400 원전의 수소점화기 위치 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에서는 GOTHIC과 같은 3차원 해석 전산코드의 혼

합 및 연소계산 능력을 실험결과를 사용.검증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 고, 

APR 1400 원전의 중대사고시 수소제어를 위한 수소점화기 설치 최적위치 

선정방법론을 수립하여 점화기 이격거리 등 규제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

건 및 기타 설치변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 다.

IV. 연구개발 결과

1. MMIS 설계평가 및 소프트웨어 검증 

가. MMI 설계현안 8건 평가

 APR1400 제어실 설계팀(KEPRI)과 평가현안 선정, 평가일정, 평가결과의 

반 방안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과제 시작단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 하여 실질적으로 연구결과가 APR1400 제어실

의 MMI 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과제 계획 시 APR1400 MMI 개발팀(KEPRI)와 협의하여 선정한 평가

항목 대신에 웨스팅하우스사에서 AP-600을 개발하면서 도출한 상위레벨의 

현안 15개 평가를 요청해옴에 따라 인간공학 15개의 현안을 2년에 걸쳐 모

두 평가하기 위해 평가현안을 분석하여 5개의 평가그룹으로 분류하는 추가

적인 업무가 있었다.

  현안평가 실험 중에 관찰된 인간공학적 결함사항은 즉시 설계자에게 의견

을 제시되어 설계개선에 반 토록 하 으며 실험 중에 수집된 자료는 위탁

과제를 통하여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층분석 및 평가현안과의 연관

관계 해석을 통하여 보다 비중이 있는 인간공학적 결함사항을 설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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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설계에 반 하도록 하 다. 

 

나. 인적오류 가능성 재평가 기법 확립 및 사례분석 

  오류 가능성 재평가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류형성요인(ESF) 및 상호

작용 Taxonomy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인적오류 가능성 분석 및 정량적 

평가 체계/절차를 개발하 다. 한편 새로 개발한 재평가 기법의 타당성을 확

인하기 위해서 APR1400 원자로의 운전 작업에 대해 실험을 통하여 관측하

고, 이 결과를 국내외 전문가(Halden 및 Sweden 전문가, OECD/NEA 전문

가,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검증을 보완하 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평가

를 위해 제안된 기법을 초기에 몇 가지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에 활용하고, 

이후에 앞에서 제시된 HRA 결과 등 총 15건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재평가 

결과를 제시하 다.

다. 계측제어기기 수명 60년 보장 방법론 개발

  APR1400 계측제어기기에 대한  60년 수명 평가를 위하여 기기의 고장률

을 이용한 수명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

여 계측제어기기 수명 평가 방법론에 대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

고 디지털계측제어 기기에 대한 설계 수명평가 방법을 설정하 다. 이 방법

을 이용하여 APR1400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에 대해 수명평가를 수행하

고,  Mean Time Between Forced Outage가  310년으로 나타났다. 이 방법

에 대한 검증은 추후 실제 운전중인 원전의 고장사례와 비교하여 추가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에 선진국에서  활발히 연구중인 전

자기파가 계측제어기기 고장에 미치는 향도 계측제어기기의  수명 평가를 

위하여 고려해야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력연구원과 협의하여 본과

제 수행 범위는 아니지만 전자기파에 의한 고장 메카니즘도 평가하 다. 평

가를 위하여 전자기파에 의한 기기의 고장 메카니즘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하여 전자기파에 의한 고장 메카니즘을 평가하고 실제 

울진, 고리, 월성 원전 현장에서의 전자기파를 측정하 다. 측정을 위하여 

EMI 자동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장시간 측정을 위한 실험여건을 감안해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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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를 개발하 다.

라.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 검증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연구는 설계기관인 KEPRI 차세대 

개발팀과의 긴 한 협조 하에 상호 세부 협력내용, 추진 방향 합의, 주기적 

연계회의를 통하여 인허가 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을 함께 해결하 으며 여

러 차례 인허가 문서를 독립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인허가 획득

을 얻기까지 지원하 다. 설계결과물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기술적 우위성 

확보를 위해 미국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와의 국제공동연

구를 통해 인허가 현안기술과 관련된 평가요건 및 절차서를 공동으로 개발

하 고, 국제공동연구로 개발된 평가기준에 따라 APR1400 소프트웨어 인허

가 설계문서(SPM/SSP, SPM/SQAP, SPM/ SVVP, SPM/SCMP, CPC/ 

SQAP, CPC/SVVP) 들을 독립 평가하 다. 독립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총 6

차례에 걸친 KEPRI, KOPEC, KAERI의 실무자간 3자 연계회의를 통해 독

립검토 의견서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토

론 및 합의를 통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부터 인허가를 획득하 다.  주

요 현안사항 들은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품질보증, 확인 및 검증, 형상관

리, 심층방어 및 다양성분석,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실시간 성능분석 등의 

요소기술 연구를 통하여 대안제시 및 기술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해결하

고. 소프트웨어 검증 DB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별로 요구사양 및 기준 등

을 DB화 하여 평가자가 각종 소프트웨어 인허가 설계문서 등을 쉽게 DB를 

tracking 하면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2.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 분석 

  디지털 기기와 계통의 정량적 신뢰도 및 안전성 분석은 근래에 그 연구필

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외국에서도 정립된 평가기

술이 개발되지 못한 분야이므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델링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존기술의 분석‧정리, 

현장 자료의 취득, 실제 계통의 모델에 적용 등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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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구의 결과물로서 각 분야‧단계별로 해당 보고서를 출간하 고 국내

외 학술발표를 통해 그 성과를 검증하 는데, 최종적으로 디지털 기기‧계통

의 안전성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 고, APR1400 원전에의 도입

을 위한 디지털 보호계통에 대한 설계 자문을 수행하 다.

  3. 감압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ICI 관통부 열적 파손모드 실험 및 해석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시 관통부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산화알루미늄 용융물을 사용한 실험수행 결과, 원자로용기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의 환형공간 내에 있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와 원자

로용기 외벽냉각은 관통부를 통하여 용융물이 캐비티로 누출되는 것을 억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은 Vessel과 용접부 용발을 

크게 감소시켜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이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

지하는 중요 중대사고 완화방안임을 확인하 다. 용융물의 질량 증가와 원자

로용기를 수평 평판에서 20。의 각도를 주는 경우에는 관통부를 많이 손상

시켰으나 압력증가는 관통부 손상에 별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모든 실험에서 관통부 손상에 의하여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시 관통부 건전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도가열로를 사용하여 지속가열 실험수행 결과, 내벽의 

열속이 약 0.35 MW/m2인 상태에서 용융된 Vessel과 ICI 노즐이 옆으로 흘

러나왔고 실험 후 관측 결과, 용접부가 완전 용융하 으나 ICI 노즐의 열팽

창 때문에 관통부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외벽냉각시 외벽에 주입되는 냉

각재 유량을 0.152 kg/s, 0.118 kg/s, 0.047 kg/s로 변화시킨 결과, 냉각재 주

입 유량이 큰 경우는 외벽에서 냉각이 잘되어 핵비등 이하에서 안정되었고 

냉각재 질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외벽에서 막비등 형태를 보 으나 용접부

는 약 20 mm 정도 밖에 용발되지 않아 관통부 누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외벽냉각을 수행한 경우에는 내부 열속 0.35 MW/m2인 상태에서도 용접부는 

많이 용융되지 않아 관통부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LAC과 FLUENT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용융물 사용 실험과 지속가열 

실험 결과를 검증하 으며, APR 1400 원전을 해석하 다. LILA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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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ENT 전산코드 계산결과는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실험결과와 해석

모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APR 1400 관통부에 대한 해석결과 

관토부가 있는 부분의 내부 열속이 0.3 MW/m2인 상태에서 외벽냉각을 수행

하지 않으면 관통부가 파손되었으나 외벽냉각을 수행하면 관통부가 건전성

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

하여 ICI 노즐 주변의 응력을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응력은 깊이방향의 온

도구배로 인한 열응력에 지배받고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4. 중대사고 설계쟁점 현안평가  

APR 1400 원전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서 외벽에서의 CHF를 평가하는 것

은 SULTAN 상관식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0.8 정도

의 보정인자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용기 외벽냉

각을 APR 1400과 같은 대용량 원전에 적용시킬 경우 AP600과 Loviisa 원전

과 같은 소용량 원전의 경우처럼 ROAAM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

으로 나타났으나 중대사고 완화 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한 엄격한 요건을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PR 1400 원전의 중대사고 시

나리오에 대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의 최적추정 성공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울진 3&4호기에 대하여 해석한 결과, 불확실성 분석을 통

해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성공확률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PR 

1400 원전의 캐비티 바닥 면적은 Sump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EPRI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ump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인 면적 요건의 만족보다는 

APR 1400 원전의 캐비티가 노심용융물의 퍼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캐비티 바닥 면적이 최대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PR 1400 원전의 수소점화기 위치 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의 일

환으로서 3차원 수소혼합 실증실험을 수행한 결과, 수직 육면체 격실 내에서 

증기에 의한 헬륨 거동의 국부적 향성을 분석할 수 있었고, 냉매를 이용한 

국부적 증기 응축 실험과 살수계통 실험을 통해 격실 내에서 증기와 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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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체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HYCA3D 전산코드

를 사용하여 수소거동 계산결과, 격실 내에서의 절대 농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 지만 각 계측 지점의 상대적 거동은 경향과 절대적 양에 있어서도 실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OTHIC과 HYCA3D 전산코드를 이용하

여 격납건물 특정 격실 내에서 3차원 혼합 계산을 수행한 해석결과와 3차원 

수소 혼합실험의 국부적 수소거동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수소 제어계통 설

치시 주요 변수선정의 타당성을 확인하 으며, APR 1400 원전 수소점화기 

위치선정 방법론을 수립하 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MMIS 설계개선 분야 

  MMIS 설계개선 연구내용은 실제 설계중인 APR1400 원전에 대한 MMIS 

분야의 설계검증 및 설계와 병행하며 진행되는  연구항목으로,  이미 산업계

가 APR1400 원자로 설계인증을 위하여 본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 으며, 현

재 진행중인  APR1400 설계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

부기술은 APR1400의 상세 설계 단계에서도 활용되고. 향후 이 기술들은 모

든 신규 원전의 MMIS 설계평가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 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맞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첨단 

MMIS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각 세부 연구 결과에 대하여 활용

계획을 보면, 새로 개발한 인적오류 가능성 평가 기법은 그동안 HRA 등 해

당 기술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첨단 MMI 설계 관련 HRA 입력자료 획

득에 적합한 획기적인 것으로, APR1400 원전 설계는 물론 추후 모든 고 신

뢰도의 계측제어기기 설계 시 인적오류를 고려한 안전성 평가 및 설계 인증

에 직접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직접 관련된 원자력 분야의 설계인증 및 인

허가는 물론, 제품안전(product safety)과 같은 유사한 21세기형 첨단 기술분

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계측제어기기 수명 60년 보장 방법론 정립은 추

후 원전 계측제어계통 설계시 각 계통의 설계수명 평가에 활용 가능하며, 계

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국내 APR1400 원자로, 일

체형 원자로, 액체 금속로 등의 디지털 소프트웨어 인허가 패러다임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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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2. 중대사고 연구분야

  원자로용기 관통부 건전성 평가 실험과 해석 결과는 APR 1400 원전의 중

대사고시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외벽을 냉각했을 때 

관통부 건전성 유지 평가에 대한 쟁점 해결에 직접 활용할 수 있으며, APR 

1400 원전 인허가시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문서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이들 

연구결과들은 APR 1400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 방안인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계획 정립에 기여한다.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캐비티 성능분석 기술 개발 내

용은 APR 1400 원전 인허가시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문서로 이용 가능하다. 

수소점화기 위치 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은 APR 1400 원전에 대한 

안전지침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해 

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APR 1400 원자로 중대사고 쟁점현상 연구에서 

확보한 실험 장치와 실험 기술은 차후 중대사고 관련 개발 연구에 계속 활

용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와 ·자료는 국내 중대사고 연구 및 중대사고 대비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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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Design Verification Technlogy 

for KNGR (APR1400)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MMIS Design Improvement 

  Nuclear power plants rely on instrumentation and control (I&C) for 

monitoring, control, and protection. Although analog I&C systems have 

performed their intended monitoring and control functions satisfactorily, 

the primary concern with the extended use of analog systems is effects 

of aging, e.g., mechanical failur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obsolescence. The industrial base has largely moved to digital-based 

systems and vendors are gradually discontinuing support and stocking of 

needed analog spare parts. The reason for the transition to digital I&C 

systems lies in their important advantages over existing analog systems, 

e.g., fault tolerance, self-testing, signal validation, and process system 

diagnostics. However, there are several technical issues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digital I&C systems, for example, the software 

qualification, the common mode software failure potential, the safety and 

reliability assessment methods, the analysis of human factor, human 

reliability analysis, and the dedication of commercial off-the-shelf 

hardware and software. 

  Man Machine Interface System (MMIS) for Advanced Pressurized 

Reactor (APR) 1400 consists of the Man Machine Interface (MMI) for the 

main control room and the digital I&C systems for control 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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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MMIS for APR 1400 has introduced the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advanced MMI concept in the design, the new design issues, 

such as the human failure, quantified reliability of the digital system, 

software qualification,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 effect, are 

emerged. We are required to develop the core technologies for the safety 

verification on those issues.

  The goals of the project is to support the vendors for the design 

certification (DC) from KINS using the developed technologies which 

consist of the five research topics as follows:

- Evaluation of the design issues in the advanced MMI

- Production of input for human reliability analysis

- Life time analysis methods for I&C components

- Software qualification 

- Quantified reliability analysis methods of digital I&C

  2. Severe Accident Analysi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on severe accident field is to draw a 

helpful result to solve the following three issues of severe accident, which 

is suggested in the APR 1400 design stage. The first is to carry out 

experiments and analyses on thermal failure mode of the reactor vessel 

penetration including the ICI nozzle in a depressurization condition, and to 

develop an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external vessel cooling adopted 

in the APR 1400. The second is to develop the technology to analyze 

cavity performance and to estimate the cavity design on severe accident 

mitigation in the APR 1400. The third is to develop an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locations of hydrogen ignitors in 

the APR 1400. These severe accident issues are necessary and important 

in licensing stage since the physical phenomena have to be examined, and 

the methodology for evaluation of the design has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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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For evaluating the design issues in the advanced MMI, we have 

studied the selection of evaluation issues, evaluation schedules, and the 

application method of evaluation results from the beginning of APR1400 

MMI design project. We performed additional tasks to analyze the 

approaches of Westinghouse AP-600 and to identify 5 groups of the 13 

issues to evaluate simultaneously except 2 issues which can not evaluate 

in this design phase.

  For producing input for human reliability analysis, we proposed a new 

error taxonomy and approach to explain the new human error potential.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lifetime of APR1400 I&C System 

meet 60 years, the lifetime of the system has been calculated by using 

failure rates in this research. We reviewed the current state about the 

lifetime evaluation methods and established the method that could be 

applied at the APR1400 digital I&C equipments. 

  In order to qualify the software of APR1400 protection system, the 

detail scope and contents are to develop the methods, to evaluate the 

design results using the methods, and to establish a database for the 

evaluation. The methods are the evaluation method of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ning, the evaluation method of software safety analysis 

planning, the evaluation method of defense in depth and diversity analysis 

planning, the evaluation method of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ning, the evaluation method of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s 

and safety analysis, the evaluation method of commercial off the shelf 

software acceptance processes, the evaluation method of hardware and 

software architecture specifications, and the evaluation method of software 

design specifications and safe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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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external vessel cooling strategy to maintain the reactor vessel 

integrity in a severe accident of the APR 1400, an evaluation 

methodology was developed, and the failure possibility of penetrations and 

failure mode of the reactor vessel penetrations have been estimated 

through experiments and analysis. Two types of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using alumina melt as a simulant and an sustained heating 

method using a inductor, and their results have been evaluated along 

with APR 1400 using the LILAC, the FLUENT, and the ABAQUS 

computer codes. In the development of the analysis on the cavity 

performance and the evaluation of the cavity design, a technology of the 

analysis on the cavity performance has been developed for satisfying the 

uniqu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next generation,  and an evaluation 

has been carried out that the cavity design of APR 1400 is designed to 

mitigate a severe accident. In order to develop a methodology for the 

determination of hydrogen ignitor locations, a 3-dimensional code such as 

the GOTHIC computer code was used and the validity of the code in 

calculation of mixing and combustion of hydrogen was verified u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methodology for the determination of optimal 

hydrogen ignitor locations in the severe accident of the APR 1400 have 

been established to fulfil requirements or other installation parameters in 

the guides such as the distance between ignitors. 

 IV. Research Results

1. MMIS Design Evaluation and Software Verification

  We have tried to reflect the opinions of designer and to apply the 

results to the MMI design of APR1400 control room through the 

continuous consultation with KEPRI design team of APR1400 control 

room about the selection of evaluation issues, evaluation schedu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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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method of evaluation results from the beginning of 

APR1400 MMI design project. 

  KEPRI requested 15 evaluation issues of Westinghouse AP-600 instead 

of evaluation issues selected by the full deliberation with APR1400 MMI 

design team at the planning stage of the project. To evaluate all issues 

within 2 years, we performed additional tasks to analyze the approaches 

of Westinghouse AP-600 and to identify 5 groups of the 13 issues to 

evaluate simultaneously except 2 issues which can not be evaluated in 

this design phase.

  The human factors deficiencies that had been observed by human 

factors specialists during the experiments of issues were presented to the 

designer for the reflection of the design improvement. And the results of 

the collected data during the experiments have been reflected to the MMI 

design by the detailed relationships analysis from the objective 

standpoints through the contract project with the third organization. 

  Many PSFs (performance shaping factors) such as the quality of HSI 

(Human-System Interface) have been regarded as just the modification 

factors to HEP(human error probability) in HRA. However, they are 

turned out to be ESFs (error shaping factors) rather than PSFs in many 

events in NPPs (nuclear power plants). HRA needs to be more sensitive 

to PSFs and should be facilitated with more careful means to consider 

them. Especially, HSI design changes in an advanced control room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HRA for supporting the design process as well 

as enhancing HRA itself. We have suggested an enhancement to the 

HRA for considering HSI design. The traditional HRA methods such as 

THERP may not be equipped enough to consider the every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many new HSI such as new display devices and 

computerized features. New error potentials and their impacts to be 

induced by HSI devices and design have been elucidated. Their 

contributions to HEP values have been estimated to revise the first-cut 



- xviii -

of the HRA result. HRA can now support the decision-makings on HSI 

design. Not only the violations, but many conscious deliberate operations 

through HSI devices may be turned out to be harmful circumvents that 

may not be counted in the traditional HRA, since the additional potential 

of the human errors may be introduced by the HSI. Public users and the 

manufacturers of HSI devices as well as the NPP operators and HSI 

designers are participated to the inspection of these error potentials.

  APR1400 is now focused to the Human System Interface enhancements 

by virtue of the rapid grown-up I&C. We proposed a new error 

taxonomy and approach to elucidate the new error potential. After the 

re-evaluation of many event scenarios under the current APR1400 design, 

we found the new HSI devices may introduce new types of errors. Soft 

control considered in KNGR HSI must be re-evaluated when this device 

and design can be assigned to the safety-critical or safety-related tasks. 

Information providing through CRTs may also cause many new types of 

EOC errors, which are not well known with their impact to the system 

until now. Types of device failure and the corresponding human response 

are not known completely for ensuring the safety change by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HSI. By the result and the insight obtained from 

this case study of APR1400, it has been agreed that the taxonomy of 

erroneous operations and the revised HRA approach for HSI design can 

be beneficial to enhance the HRA itself and to support the HSI design 

integration with PRA.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or not the lifetime of APR1400 I&C 

System meet 60 years, the lifetime of the system has been calculated by 

using failure rates in this research. We reviewed the state of the art on 

the lifetime evaluation methods and established the method that could 

apply to the APR1400 digital I&C equipments. The lifetime evaluation of 

the APR1400 digital reactor protection system has been performed by 

using the established method. The Mean Time Between Forced Ou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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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FO) of the system is calculated at 310 years. The potential 

influence of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n 

I&C equipment is an important issue in using digital components for 

NPPs. Therefore, the failure and aging mechanism which could be caused 

by environmental and electromagnetic surroundings were reviewed with 

the published research documents. To evaluate the electromagnetic 

conditions of I&C equipment rooms, KAERI and KEPRI jointly conducted 

EMI site surveys in several Korean NPPs. The measurement data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existing data of other domestic and 

foreign NPPs. An automation software was developed to make possible a 

long-term and un-attended measurement for an EMI site survey.

  It was supported to be taken from a several times of independent 

review and technical evaluation on APR1400 software design outputs in 

the planning and the requirement phase until KEPRI have been acquired 

a Design Certification(DC) from KINS. We have resolved the technical 

issues during the licensing process, through scheduled review meetings 

between KAERI and KEPRI.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view criteria 

and the evaluation procedure on the technical issues, we have co-worked 

with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LNL) for the purpose of 

the third-party independent review and advanced technical evaluation. 

Based on the developed review criteria and evaluation procedure, we have 

performed an independent review on APR1400 design outputs which 

include SPM/SSP, SPM/SQAP, SPM/SVVP, SPM/SCMP, CPC/SQAP, and 

CPC/SVVP. Through the review meetings among KAERI, KEPRI, and 

KOPEC on licensing issues, all of the licensing issues have been 

resolved.

  Using the resul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such as software safety, 

software quality,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defense in depth and diversity, commercial off 

the shelf software dedication, and real-time performance analysi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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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suggested to KEPRI on the solutions which documents several 

types of technical report and resulting report of detailed analysis. The 

developed web based database on licensing requirements, criteria, and 

code and standard documents has shown an excellent performance for the 

developer, verifier and third-party evaluator as a tracking information on 

design outputs.

 

2. Reliability Analysis of Digital I&C Components and System 

  It is well known that the quantitative risk/safety analysis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proving the safety of total system. However the 

methods for digital application's safety assessment are not satisfyingly 

developed even in advanced nations. We approached this issue by 

grouping the research topics into three categories: hardware, software and 

modeling. First, we surveyed printed materials and field experiences. 

Then we applied the collected information to modeling of real digital 

systems and published several reports as the results of this process. We 

also presented these results in international/domestic academic journals 

and consulted  engineering companies and an authority about this matter. 

Final result of this research is determination of the factors which 

severely affect the safety of digital systems. 

  3. Experiments and Analysis on Thermal Failure Mode of Reactor 

Vessel Penetration including the ICI Nozzle in a Depressurization 

Condi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on evaluation of the penetration integrity in 

condition with external vessel cooling of the APR 1400 using alumina 

melt have shown that the external vessel cooling and the coolant in the 

annulus between the ICI nozzle and thimble tube prevented the leakage of 

the melt through the penetration to the cavity. Also, the external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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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ng was proven as an important severe accident mitigation measure, 

reducing the ablation of the vessel and the welding part. An increase in 

melt mass and a 20°angled vessel lead to increase the penetration 

damage, but an increase in pressure did not affect. From the experiments 

with sustained heating using an induction heater to evaluate the integrity 

of the penetrations in the APR 1400, the vessel and the ICI nozzle were 

melted with a heat flux of 0.35 MW/m2, and then the melt leaked 

sideways. From the post-test examination, the welding part was totally 

meted, but the penetration was not ejected due to the thermal expansion 

of the ICI nozzle. In the external vessel cooling condition, the mass flow 

rate of the coolant was varied to 0.152, 0.118 and 0.047 kg/s. When the  

mass flow rate was increased, the vessel was cooled well and nucleate 

boiling was established in the outer vessel. When the mass flow rate was 

decreased, film boiling was established but the penetration was not 

removed as a half of the welding part was melted. Consequently, as the 

welding part was not ablated much, the integrity of the penetration was 

maintained by the external vessel cooling in condition with an internal 

heat flux of 0.3 MW/m2 at penetration location.

Using the LILAC and the FLUENT computer codes, the experiments 

with alumina melt and sustained heating have been analyzed and the 

analysis on the APR 1400 has been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code 

calculation showed a good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s, so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the analytical model were justified. From the 

analysis on the penetration of the APR 1400 with an internal heat flux of 

0.3 MW/m
2, the penetration was failed without external vessel cooling but 

the integrity of the penetration was maintained with external vessel 

cooling. From the stress analysis around the ICI nozzle using the 

ABAQUS computer code, a commercial finite element program, most of 

the stress was found to be the thermal stress caused by axial 

temperature gra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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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timation of Design Issue on Severe Accident

For the evaluation of the CHF value for external vessel cooling in APR 

1400, the use of the developed correlation using the SULTAN 

experimental results was found to be reasonable with correction factor of 

0.8. Although the application of ROAAM to a large capacity reactor such 

as the APR 1400 was found to be unreasonable which was applicable to 

a small capacity reactor such as the AP600 and the Loviisa reactors, the 

application of this strict requirement on severe accident mitigation 

facilities was found to be unreasonable. With the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for the calculation of the optimal estimation success 

probability of external vessel cooling during a severe accident of the  

APR 1400, the calculation of the success probability of external vessel 

cooling for the Ulchin 3&4 nuclear power plant was possible using the 

uncertainty analysis. The cavity area of the APR 1400 was found to 

satisfy the EPRI requirements if the sump is included, but not to satisfy 

if the sump is not includ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ove that the 

cavity design of the APR 1400 does not prevent the spreading of the 

melt and the cavity area is designed to the maximum to satisfy the 

quantitative area requirements.

The 3-dimensional hydrogen mixing experiments have been carried out 

to develop a methodology for the determination of hydrogen ignitor 

location. From the experiments, the local influence of steam on the helium 

behavior in a rectangular cell was able to be analyzed and the behavior 

of steam-helium mixture in the cell was also able to be analyzed with 

the experiments on local steam condensation with refrigerants and a 

spray system. From the calculation of hydrogen behavior using the 

HYCA3D computer code which was developed in this research, the 

absolute concentration wa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experiment but the 

relative behaviors at the measuring positions were not much differ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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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and in the absolute amount. From the calculation of 3-dimensional 

mixing in a specific cell in the containment using the GOTHIC and 

HYCA3D computer codes and the experiments on the local hydrogen 

behavior in a 3-dimensional mixing cell, the validity of selection of main 

parameters for the installation of a hydrogen control system was proven 

and a methodology was established for the determination of hydrogen 

ignitor locations in the APR 1400.

 

  V. Application Plan of the Research Results 

  The result results have already been applied to the design certification 

process of the APR1400. The same results also will be used during the 

detail design phase, and can be utilized for the design evaluation of the 

digital I&C for the advanced plants, SMART, KALIMER, and GEN IV 

plants. The experiment results on human factors issues will be presented 

to the designer for the reflection of the design improvement of APR 1400 

after the design certification (DC). The proposed error taxonomy and 

approach can enhance HRA not only for PSA, but also for HSI design of 

KNGR. The method proposed for facilitating HRA through the input from 

HSI design in this study means just the first extension to the new 

territories dominant in useful description of error structure. This approach 

can also be utilized in various technical fields such as product safety 

when it is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HRA in an iterative and structured 

manner. Dynamic overlapping and propagation of many possible erroneous 

operations though the tasks need to be counted. Additionally, the scope of 

taxonomy should be extended to other PSFs for a thorough HRA. The 

scope within the description of an error structure should include all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personal error, equipment faults and the effects, 

situation error, management and institutional error, cultural deficiencies, 

and others. The lifetime evaluation methods and the analysis resul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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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I site survey could be used for the detail design and the 

maintenance phase of APR 1400. 

The experimental and the analytical results on evaluation of the 

penetration integrity maintenance can be used to solve the issues on the 

integrity of the penetration with the external vessel cooling during a 

severe accident of the APR 1400. Also, these can be used for a technical 

rbasis for licensing the APR 1400. These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s for external vessel cooling as a severe 

accident management.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of the cavity 

performance analyses to mitigate a severe accident can be used for a 

technical basis for licensing the APR 1400. The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for the determination of hydrogen ignitor locations can be 

used for a safety guide for APR 1400 and a basis on a safety evaluation. 

The experimental facilities and experimental techniques obtained from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other researches on a severe accident in the 

future and the information and data collected can be used for severe 

accident researches and designs for severe accident de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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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MMIS 설계개선 분야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은 감시, 제어 및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날로그계통이 요구되는 감시 및 제어 기능을 만족스

럽게 수행해 왔다. 비록, 부정확한 설계 사양, 특정한 환경조건에 대한 민감

성과 같은 설계관련 문제가 있어 왔으나, 아날로그계통의 지속적 사용에 관

한 주된 우려사항은 노후화로 인한 향, 즉 기계적 고장, 환경적 열화

(environmental degradation), 낙후화(obsolescence) 등이다. 

  일반 산업에서는 대부분 디지털 기반 시스템으로 옮겨갔으며, 생산업체에

서도 필요한 아날로그 예비부품에 대한 지원과 비축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으로 전환되는 주된 이유는 아날로그계통보다 많

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는 근본적으로 아날로그계통에서 

문제시되는 편차(drift)가 없기 때문에 교정이 더 잘 된다. 또한 정확도와 계

산능력에서 향상된 계통 성능을 보여준다. 디지털 기기는 높은 수준의 데이

터 처리 및 저장능력도 갖고 있어 동작상태가 더욱 완전하게 측정되고 표시

될 수 있다. 디지털 계통은 적절히 설계된다면, 적용 시 훨씬 사용하기 쉽고 

풍부한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디지털 계통은, 요구되는 신뢰도를 얻

기 위한 전혀 새로운 접근의 근간을 이루는 결함허용(fault tolerance), 자가

진단, 신호검증(signal validation) 등과 같은 향상된 성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잠재적 장점, 디지털 계통으로의 일반적 전환, 그리고 아날

로그 계통에 대한 생산업체의 지원 중단 때문에, 원자력발전 산업체에서는 

기존 노후한 아날로그 계통의 디지털 계통으로 대폭적인 교체와, 신형 원전

의 설계에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채택이 필요하게 되었다.

   APR(Advanced Pressurized Reactor) 1400 원전에서 MMIS (Man Ma- 

chine Interface System)은 주제어실 관련 MMI (Man Machine Interface)와 

디지털 I&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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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통들의 자동화 정도가 높아지고 디지털화됨에 따라 인적오류, 신뢰도 

정량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공통모드 고장, 전자기파 향 등 새로운 

설계현안이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로, MMI 설계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인적 신뢰도 분석(HRA)의 중요

성이 부각되었으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에서 전체 노심손상 확률

(CDF: Core Damage Frequency)에 대하여 MMI 설계오류가 차지하는 비중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인적 신뢰도 분석의 근본적인 한계로 사용되

는 입력자료의 배경이 재래식 작업환경이므로 APR1400 원전에 적용이 곤란

하며 APR1400 원전에서 HSI(Human System Interface)의 급격한 변화와 제

어계통의 디지털화 및 지원시스템의 보강으로 인하여 운전원의 직무와 역할

(operators' role)의 변화 등 예상되는 설계의 개선으로 인한 인적 신뢰도 평

가에 새로운 고려사항이 발생하 다. 

  둘째, APR1400제어실의 중요한 특징인 대형정보표시화면, 경보시스템, 

CRT 정보표시화면 및 소프트제어기 등에서 가용성 검토를 통해 나타난 설

계상의 현안에 대하여 평가하여 설계단계에서 MMI 문제점을 배제함으로써 

운전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있다. 

  셋째, APR1400 원전의 계측제어기기는 주로 안전관련기기에도  디지털 기

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장 메

카니즘에 대한 대책과 신기술이 적용되는 계측제어기기들의 수명 또한 조사 

분석되어 각 계통의 설계수명이 적절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고장 

메카니즘에 의한 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계측제어기기의 수명을 평가하여 

APR1400 원전의 기기 설계, 제작에 반 함으로써 기기의 설치 수명기간 중 

극한환경의 사고 조건 하에서도 계측제어 계통의 50년 목표 수명을 보장하

여야 한다. 

  넷째, 디지털 기술로 설계되는 계측제어계통은 하드웨어보다는 대부분 소

프트웨어로 기능을 구현하므로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로 계측제어계통을 구현할 경우 아날로그 기능을 단지 이산적으

로 모사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부정확하고 복잡한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제한 또는 자연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복잡

한 소프트웨어를 임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쉽게 오류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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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연계관계로 인해 수행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오

류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예측할 수 없는 비물리적인 

원인에 의한 계측제어계통의 마비는 심각한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유지.보

수 비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규제기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층방어 및 다양성을 가진 계측제어계통

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위험성을 근본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파생되는 안전성 문제를 피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주는 안전성 및 신뢰도 이점을 살리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체계적

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디지

털 계측제어계통이 다른 디지털 계측제어계통과 다른 점은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요구한다는 점이므로, 원자력발전소의 

계측제어계통은 발생확률이 낮은 사고일지라도 그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

일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 문제는 디지털 계측제어 기술의 시

스템 측면,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공통모드 소프트웨어 고장 가능성, 안전성

과 신뢰도 평가 방법, 인적요인과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그리고 상용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등의 현안이 있다.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평가의 일환

으로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으로 PSA에서는 안전 기능을 담당하는 계통들을 

모델하여 노심손상 빈도를 평가하게 되며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제어계

통도 함께 모델되어 각 안전기능들의 이용불능도(Unavailability)가 정량적으

로 평가되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사용이 국내

외적으로 확산되어 오고 있으며, APR1400 원전에서는 원자로보호계통(RPS) 

및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ESFAS) 등의 안전기능에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을 사용하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PSA에서의 정량평가 방법론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개념의 계측제어계통과 

달리 디지털계통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 구성 요소의 

하나로 이를 포괄하는 정량적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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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사고 연구분야 

1979년 미국의 TMI-2 원전과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생

한 중대사고는 막대한 설비 투자의 손실뿐만 아니라 원자력에 대한 신뢰감

의 저하를 초래하여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량 증산 계획에 많은 향을 미

치고 있다. 이들 중대사고 발생 이후 원전의 안전성 연구는 기존의 설계기준

사고를 넘어서 노심 물질의 용융이 있는 중대사고 현상 연구에 관심이 집중

되어 왔다. 중대사고 연구는 원전의 안전성 평가 및 만약의 사고 발생시 사

고 완화와 대처방안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로서 가동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현재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SSAR(Standard Safety Analysis 

Report)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진행중인 APR1400과 같은 원전의 경우에도 

필요하고 시급한 연구 분야이다. 중대사고 연구의 목적은 중대사고시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원자로용기 내에서의 노심물질 용융에서부터 격

납건물 위협에 이르기까지의 노심 용융물의 이동 및 확산을 억제하여 방사

능에 대한 대중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원자력 이용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

이다. 

중대사고시 노심 용융물에 대한 다중 방호의 대상은 크게 원자로용기와 

격납건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자로용기와 격납건물의 cavity에서는 노심 

용융물의 충분한 냉각을 유지시키는 방안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중대사고 발

생시 원자로용기가 건전성을 유지하게 되면 노심용융물을 원자로용기 내에 

가두어 둠으로써(IVR: In-Vessel corium Retention) 격납건물 관련 중대사고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cavity에 냉각수를 주

입하여 원자로용기 외벽을 냉각(EVC: External Vessel Cooling)하는 방안이 

세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1.1-1]. 핀란드의 Loviisa 원전과 미국의 AP600 

원전에서는 이 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APR1400 원전에서도 이 방안

을 채택하 다[1.1-2, 1.1.-3].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시 주요 요소는 원자로용

기 내.외부에서의 열전달 형태와 원자로용기 하부에 장착된 ICI 노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부의 건전성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원자로용

기 내.외에서의 열전달 형태에 대해서는 다소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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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관통부 건전성을 평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자

로용기 외벽냉각을 채택한 APR 1400 원전에서 외벽냉각으로 원자로용기 건

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원자로용기 ICI 노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부에 대한 열적.기계적 부하를 평가하는 실험

과 해석을 수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APR-1400 

원전의 외벽냉각 방안의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외벽에서의 임계열유

속 자료와 임계열유속 상관식 등을 생산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APR 1400 원전을 설계하면서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캐비티의 성능을 평

가하는 것과 수소제어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되었다[1.1-5]. 

중대사고에 대비한 cavity 설계 개선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

는 신형 경수로 개발 사업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현재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연구 결과들이 산재되

어 있고 원전 설계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체 

연구로 보완하여, 한국에서 개발되는 APR1400 가압경수로의 고유한 설계 

특성에 맞는 캐비티 성능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 설계 개선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APR 1400 원전의 캐비

티가 중대사고 완화를 위하여 설계되었는 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TMI-2 사고 이후 지금까지 중대사고시 수소거동에 대하여 여러 연구기

관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최근 국내 표준 원전인 울진3,4호기의 운 허가 조건으로 수소제어대책이 요

구되었고 APR 1400 원전 설계지침이 될 중대사고시 수소제어 규제지침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지침에는 국부 수소농도 

제한과 적절한 수소제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중대사고시 수소제어

의 최종방안으로 설치 예정인 수소점화기는 이미 그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

었으나 효과적인 성능발휘를 위해서는 적절한 설치위치 선정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lumped parameter model을 기초로 하는 해

석코드로는 국부수소농도를 예측할 수 없고 연소전파도 예측할 수 없기 때

문에 수소점화기의 위치를 공학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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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GOTHIC 전산코드 등을 사용하여 

3차원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 전산코드는 3차원 혼합 및 연소

계산 능력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APR 1400 원전이 표준 설계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대사고시 수소제어

를 위한 수소점화기 설치 최적위치 선정방법론이 수립되어야 한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내용 

  MMIS설계개선 분야의 연구 목적은 APR 1400 원전의 MMIS 설계 안전성

을 평가하고 Digital I&C 정량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크게 APR 1400 원자로 MMIS 설계평가 및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검증과 

디지틀 계측제어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 분석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MMI 설계현안 평가

  - Human Failure Event 입력자료 생산

  - 계측제어기기 수명 50년 보장 방법론 개발

  - APR1400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설계평가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기 및 계통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기술 개발

중대사고 분야의 연구 개발의 목적은 APR 1400 원자로의 다음과 같은 중

대사고 쟁점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 감압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관통부 열적 파손모드 실험 및 해석

- 중대사고완화를 위한 캐비티 성능분석 기술개발 및 설계평가

- APR 1400 원전의 수소점화기 위치 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감압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ICI 노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부 

열적 파손모드 실험 및 해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PR 1400 원전에서 

외벽냉각시 원자로용기 관통부 건전성 유지 유무를 평가하는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 다.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캐비티 성능분석 기술개발 및 설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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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개발되는 APR1400의 고유한 설계 특성에 

맞는 캐비티 성능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APR 1400 원전의 캐비티가 중대사

고 완화를 위하여 설계되었는 가를 평가하 다. APR 1400 원전의 수소점화

기 위치 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OTHIC 

코드와 같은 3차원 해석 코드의 혼합 및 연소계산 능력을 실험적으로 검증

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 고, APR 1400 원전의 중대사고시 수소제어를 위

한 수소점화기 설치의 최적위치 선정방법론을 수립하여 점화기 이격거리 등 

규제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및 기타 설치변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MMIS 설계평가 및 Digital I&C 정량분석 방법 개발분야 국내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간공학 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호기별 

PSA/HRA 수행, 원전 인적행위 개선 체계(K-HPES) 개발 (I), 인적행위분석

기법 개발, 인간공학 실험 평가 기법 개발, 사고관리 평가 분야의 인적 오류 

분석, 전산화된 작업 환경에서 운전원 인지적 반응 특성 연구, APR1400 원

자로 규제요건 개발 등을 수행한 바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1996-1998)과 

공동으로 원전 인적행위 개선 체계(K-HPES)를 개발한 적이 있다. 또한, 

MMI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2년부터 5년간 중장

기 사업으로 인적행위분석 기법  및 인간공학 실험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원전의 호기별 주기적 안전성 평가(Periodic Safety Review), 울진 3,4 

호기 CFMS의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 등 을 수행하 다. 원자력분야에서 

인간공학 기술의 대부분이 한국원자력 연구소를 중심으로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평가기술 개발을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2

년부터 VDU 기반의 HMI 설계시 평가되어야 하는 실험평가 항목을 선정하

고 선정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MMI 실험평가 기술을 확보하 다. 운전과 

관련하여 시급한 실험대상 현안을 선정하고 실험변수를 도출하 으며 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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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변수별 측정방법과 자료분석 기법을 확립하 다. 또한, 도출된 실험 변수, 

자료분석 기법 및 측정방법으로부터 측정장비 및 시뮬레이터의 요건을 설정

하여 종합적인 실험 측정장비를 갖춘 ITF를 구축하 다. 또한, 지속적으로 

ITF를 이용한 예비실험 수행을 통해 실험평가 기술을 확보하 다.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 실험분석 및 평가기법 연구 

- MMI 실험평가를 위한 실험계획 수립체계 구축

- 운전원 정신 작업부하 평가기법 개발

- 운전원 행위분석 방법 개발

- 평가항목 분석 및 평가척도 조사

- 자료분석 체계개발

‧ 실험 수행기술개발

- 대형정보화면의 정보표시 적합성 평가실험

- 전산화된 운전 절차서 평가

- 다이나믹 경보시스템(ADIOS)의 인간공학적 평가

‧ Integrated Test Facility 개발

- Human Machine Simulator 개발

- 생체신호 측정장비 구축

- 시선 추적장비 개발

- Audio/video 측정시스템 개발 

  차세대 원자로개발 2단계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내진, 내환경 및 EMI/RFI

기기 검증방법과 상용기기 인증절차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내환경 및 

EMI/RFI 검증방법론 개발(KNGR-MM-GD002, Rev. 0), 내진신뢰성 검증 방

법론 개발(KNGR-MM-GD001, Rev. 0), 상용기기 검증 방법론 개발

(KNGR-MM- GD003, Rev. 0) 등을 개발하 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

한 정량분석은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통신설비

에 대한 보수 및 이용률 계산을 위한 하드웨어에 대한 신뢰도 정량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국외의 관련 연구 현황으로는, HRA 입력자료 생산과 관련하여 SN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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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wain이 매우 단순한 HRA 기법인 1960년대에 개발된 THERP 기법의 

활용을 제안하고 HRA Handbook (NUREG/CR-1278) 제시하여 군사 및 산

업체 오류 자료를 기반으로 제시된 입력자료를 최근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

후 EPRI에서는 THERP의 실무적인 측면을 보강한 SHARP, 대규모 시뮬레

이터 실험, HCR 모형 등을 개발하 으며, OECD/NEA는 Human Factors 

Reliability Benchmark Excercise와 전세계에 걸쳐 14개의 HRA 관련 전문기

관이 참여 사례 분석하여 기존의 기법들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점을 평가한 

적이 있다. 그밖에도 1980년대 개발된 기법으로 SLIM-MAUD, ASEP, 

OAT, SAINT, HEART, STAHR, Confusion Matrix, SHERPA, TRC, HAP, 

MSFM, MAPPS, SRM, ORCA이 있으며, OECD/NEA에서는 지속적으로 기

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CREAM(Cognitive 

Reliability and Error Analysis Method)등과 같이 제 2 세대 HRA 기법들이 

여러가지 방향에서 개발중에 있으나 아직은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점으로는 주로 직무의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처리, 직무와 오류의 상호 의존성(dependency) 고려, 다양한 상황요소

(context-factor)의 반 , 수행오류(Error of Commission) 등이다. 그러나, 실

무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을 인간 신뢰도 평가에 반 하기 

위하여 인적오류의 항목과 이를 분석에 포함하는 적절한 분석 절차 및 오류 

항목별 확률값(HEP)을 확보하여야 한다. 

  MMI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OECD Halden Reactor Project에서는 Human 

System Interface 연구의 일환으로 발전소의 안전성과 운전 효율성을 개선하

기 위해 현대 기술이 제어실 개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연구중이

며, 이를 위해 통합된 제어실 MMI 개발, 1996년 말에 수행된 Computerized 

Alarm System의 실험 및  대형정보화면 개발 그리고 제어실 개선 계획을 

갖고 있는 발전소에 대해 첨단기술의 반 정도 및 새로운 제어실의 평가방

법을 개발중이고, 일본의 CREPI에서는 운전원의 작업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생체신호를 이용한 작업부하 측정시스템을 개발하 고 이를 이용하여 운전

원의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부하를 연구하 다.  내환경 기기검증은 이미 방

법이 확립되어 원전의 기기에 규제지침 및 표준 등으로 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의 도입에 따른 종래의 이들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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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연구가 NRC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정량분석 방법은 기존 아날로그 계통에 없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위해도

(Hazard) 분석 방법 (NUREG/CR-6430) 등 정량분석의 일부 요소 기술로 사

용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미국 NRC는 통

신, 철도 관제, 항공 및 우주 등의 타 산업 분야에서의 분석 방법 등을 검토

하여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통신, 

국방 및 항공우주 등 관련 산업체에서 신뢰도 정량화가 미국방성의 

MIL-HDBK-217F 등의 방법론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이는 RAMs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Maintainability)를 위한 보수 및 이용률 계산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운전원의 작업 행위에 

대한 실험적인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개발된 ITF (Integrated 

Test Facility)를 바탕으로, 생체신호 처리와 시선 분석 등을 통한 본격적인 

오류 검출 방법론을 정립하 다고 할 수 있다. HRA를 위해서는 정성적인 

측면에서 MMI 측면에서의 오류 향요소의 분류체계와 정량화를 포함한 실

무 절차의 개발을 완료하 다. HRA의 개선을 위해서는 MMI 설계의 변경에 

의한 직무분석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국내외의 기술은 주로 사후 분석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되었으며, 전체 원전의 안전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본격적인 인적오류 분석 및 이를 위한 자료 생산은 미진한 상태 다. 아직 

제 2 세대 HRA 기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기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ATHEANA나 인지적 측면이 강조된 CREAM 등 APR1400 설계의 평가에 

활용 가능한 입력자료의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APR1400 원전에서 대형 정

보표시판, CRT기반 감시 정보표시, soft-control 등에 의하여 제어 조작 방

식 등 인터페이스 방식과 기기의 변화와 같은 HSI(Human System 

Interface)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우려점을 평가에 반 할 수 있는 방법과 실

제 실험에 의한 입력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MMI 설계검토와 관련하여 APR1400의 중앙제어실은 새로운 MMI를 도입

함에 따라 정보표시 및 소프트제어기 설계에 따른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

다. 이러한 현안을 설계 단계에서 평가하여 운전원의 인적오류를 감소하고 

운전원 수행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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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환경 기기검증업무가 기기설계의 범위에 속하여 국내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로 미 시험기관 등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일반적인 검증방법 

및 요건, 구체적인 수행기술, 전자기파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의 현장 잡음 

측정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국내기술로 기기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 다. 

  국내 최초로 신규 원전 계측제어의 완전 디지털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확

인 및 검증기법을 적용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원전을 포함한 디지털 계

측제어계통에 대한 정량적 신뢰도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APR1400 제어실은 기존의 제어실과 완전히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

술의 활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활발하게 추진

할 수 있게되고, 최근의 계측제어 및 전기기기는 소량 다품종의 특징이 있

고, 생산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기기검증 빈도가 많아지므로 내환경 

검증, 수명 및 aging에 대한 평가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APR1400 원전 MMIS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변화함에 따라 소프

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계측제어계통의 인허가를 위해서 핵

심으로 부각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기술과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정량평가 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APR1400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성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여 설계 및 운전 방법 개선 등에 이용될 수 있으며, 계통의 

보수 최적화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사고분야의 국외 연구현황은  TMI-2 및 체르노빌 사고는 설계기준사

고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자력을 이용하는 각 국에서는 원전의 안

전성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중대사고의 방지 및 완화 방안들에 대

한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 다. 중대사고 완화 대책의 마련은 향후 

경수로 개발에서 추구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설계 방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항목 중에서 원자

로용기 외벽냉각을 통한 IVR과 격납건물의 캐비티 설계 및 격납건물에서의 

수소제어는 핵심적인 기술분야로서 부상되었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대한 연구는 성공할 경우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

기 내에 안전하게 억제 및 냉각될 수 있으며, 증기폭발, 노심용융물-콘크리

트 상호반응, 핵분열생성물 거동 등의 복잡한 노외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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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이 있기 때문에 OECD/NEA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현재 핀

란드의 Loviisa 원전과 미국의 AP600 원전에서는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방안

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해석적 연구 및 실험적 연구가 

매우 진행되었다. 특히, 위의 두 원전에서는 Theofanous 교수 등이 제안한 

위험도기반사고해석방법론(Risk Oriented Accident Analysis methodology; 

ROAAM)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원자로용기 외벽냉

각 방안이 위험도를 매우 낮출 수 있는 것을 보 다. 또한 국제적으로 중대

사고시 원자로용기 건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원자로용기 외부 냉각을 위하여 

OECD가 주관하는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 MASCA가 있고[1.3-1] 미국의 

UCSB 대학과 펜실바니아 대학 및 FAI, 스위스의 PSI 등에서는 이와 관련

된 연구를 수행하 다. 국내에서도 APR-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3-2]. 

개량형 경수로에 대한 미국 EPRI의 사업자 요건에서는 캐비티 내에서 노

심용융물이 충분히 퍼질 수 있는 바닥 면적의 제공 및 노심용융물 냉각을 

위한 냉각수원의 제공 등을 고려하여 캐비티를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3-3].  ABB-CE사를 중심으로 개발된 System 80+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Framatome과 Siemens의 합작회사인 NPI에서 개발 중

인 유럽형 가압경수로(EPR)에서도 노심파편층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는 

바닥 면적과 냉각수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개량형 경수로에서는 대부분 넓은 캐비티 바닥 면적과 충분한 냉각수 공급 

보장을 기본 요건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원자로용기 파손시 하부 헤드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의 이동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노심 

받침(Core Catcher) 개념들도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

고 있다.  미국 ORNL에서 연구 중인 COMSORS는 캐비티 하부에 유리구조

물을 두어 흘러내려오는 노심용융물을 유리화하는 개념이며[1.3-4], MIT의 

Driscoll 등은 흑연 입자층을 캐비티의 하부에 두어 노심용융물을 가두어 두

고 살수(Spray)에 의해 냉각시키는 개념을 제안하 다. 독일의 KfK에서는 

COMET 노심 받침 개념을 연구 중인데, 하부로부터 주입되는 냉각수에 의

한 노심용융물의 파편화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ENEL에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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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RA에서는 다중의 흑연층에 의해 노심 용융물의 이동을 억제하면서 냉각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노심 받침 개념들은 중대 사고 완화

를 위한 매력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실제 발전소에의 적용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TMI-2 사고 이후 지금까지 중대사고시 수소거동에 대하여 여러 연구기관

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US NRC)는 격납용기내 수소거동 현상을 중대사고 

8개의 불확실성 항목 중의 하나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

다. 최근 APWR과 관련하여 미 전력연구원 EPRI의 사업자요건문서 URD 

(Utility Requirement Document)에서도 NRC의 중대사고정책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소제어(Hydrogen Control)를 주요과제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원전 보유국이 자국의 사정에 적합한 수소제어 관련 규제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표준원전 울진 3,4호기의 운 허가조건으로 수소

제어대책이 요구되었고 APR1400 원전 설계지침이 될 중대사고시 수소제어 

KINS 규제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지침에는 국부 수소농도 제한

과 적절한 수소제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대사고시 수소제어

의 최종방안으로 설치 예정인 수소점화기는 이미 그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

었으나 효과적인 성능발휘를 위해서는 적절한 설치위치 선정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제 4 절 연구 수행방법 

  MMIS 설계평가 및 Digital I&C 정량분석 방법론 개발은 APR1400 원자로 

설계 주도기관과 접한 연계업무를 수행하여 APR1400 원자로 설계 인증을 

지원하 다. 인간공학전문가, 계측제어전문가 및 PSA 전문가 공동으로 MMI 

설계 검토, 안전 신뢰도 평가 입력자료 생산, 디지털 계측제어 현안 해결방

안 및 설계 결과 독립 검토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설계 인증 보완자료를 

구축하 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기술은 다음과 같은 해외 연구기관과

의 긴 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확보하 다. 

‧ 미국 Brookheaven National Lab. : 인적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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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den Reactor Project : 인적 오류의 정성적인 분석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 :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방  

         안 구축 

‧ Oak Ridge National Lab. : 계측제어 기기 건전성 평가, 전자기파  

        의 aging mechanism규명, 기기 수명평가 방법 

  APR1400 원자로 설계를 주관한 한전의 설계에 검증결과의 반  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 다. APR1400 원전 설계의 PSA 

수행 중 HRA 실무와 접한 협조 및 관련성을 유지하 으며, 설계의 변화

에 민감한 입력 자료의 생산에 주의하면서 이론적인 치 성보다는 설계의 

추이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 및 실무적인 입력자료 생산에 중점을 

두었다. 인허가에 제시될 수 있도록 결과물의 최종적인 형태를 공신력 있는 

검토를 거치도록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며, 인허가 기관의 담당자와도 세부적

인 기술항목별로 중간 결과물 설명 및 의견 교환을 통하여 점진적인 합의를 

도출하 다. 

  안전 소프트웨어 V&V를 위한 Package(techniques, methods, and tools)를 

기반으로 APR1400 디지털 계측제어 안전 소프트웨어 검증을 수행하 으며 

안전계통 소프트웨어 개발/검증 초기부터 KEPRI, KOPEC, KAIST, KAERI, 

KINS 실무자간의 정기적 연계회의를 통하여 KAERI 검증 조직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증조직과 긴 한 상호 협의 하에 KOPEC, KEPRI의 시작품 

개발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검증 절차와 도구를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자체 내부 검증에 사용하고, KAERI 검증 조직은 이를 독립 평가하는 형태

로 APR1400 MMIS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와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하 다. 

감압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관통부 열적 파손모드 실험 및 해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PR 1400 원전에서 외벽냉각시 원자로용기 관통부 건전성 

유지 유무를 평가하는 실험과 해석을 수행하 다. 실험은 Thermite 반응으

로 생성되는 산화알루미늄 용융물을 사용하는 용융물 사용실험과 유도가열

로를 사용하는 지속가열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용융물 사용실험에

서는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의 환형공간에 냉각수 존재유무, 원자로

용기 내부 압력, 용융물 질량, 원자로용기 형태 등의 실험인자에 따라 총 7



- 15 -

번의 실험을 LAVA 압력용기 내에서 수행하 다. 지속가열 실험은 유도가열

로를 사용하여 외벽냉각 수행여부에 따라 총 5차례 실험을 대형 용융물 실

험용기 내에서 수행하 다. 실험 수행 후에는 실험용기에 대하여 파괴적.재

료적 검사를 수행하여 관통부 손상정도를 파악하 다. 실험결과는 LILAC과 

FLUENT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열적으로 검증하 고, ABAQUS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검증하 다. 또한 LILAC과 ABAQUS 전산코드를 이

용하여 APR 1400 원전을 평가하 다.   

한편, 중대사고 연구는 중대사고완화를 위한 캐비티 성능분석 기술개발 

및 설계평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관련 비등 열전

달 현상을 연구하 고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적용 타당성 평가 방법론 체계

를 개발하 다. 또한  APR 1400 원전의 격납건물 캐비티 설계를 평가하고 

노심받침(Core Catcher)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 다.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EVC) 관련 비등 열전달 현상 연구로서 비가열 실험 방법론을 개발하 고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CHF 예측 상관식을 개발하 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적용 타당성 평가 방법론 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확률론적 타당성 평가 방법

론을 개발하 다. 노심 용융물 냉각 기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

로 APR-1400의 캐비티 설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다. 국외에서 개념이 개

발된 8종의 노심 받침 개념을 파악하 으며, 이들 개념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APR-1400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평가하 다.

APR 1400 원전의 수소점화기 위치 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에서는 

중대사고시 발생하는 수소가 가연한계에 이르러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원

전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첫째, 3차원 수소 혼합 실

증실험을 통해 수소제어를 위한 공학적 기초자료를 생산하 고, 둘째 

GOTHIC 코드의 3차원 수소 혼합 및 연소모델을 검증함으로써 중대사고시 

원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해석 모델로서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었

고, 세째, 개발중인 3차원 수소 혼합코드의 모델검토 및 개선을 통해 원전설

계 자립화에 기여하고자 하 다. 이들 연구를 토대로 수소점화기 위치선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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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MMIS 설계평가 및 소프트웨어 검증 

제 1 절 MMI 설계현안 평가

  APR1400 제어실은 컴퓨터 기반의 기술을 도입한 신형제어실로 설계되

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기반기술의 도입은 원자력발전소의 감시 및 제어

체계에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원치 않는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한다(Stubler 

등 1991). 컴퓨터 기반의 표시기 설계는 종래의 방식과 달리 다양하게 운

전자료를 처리하고 통합하여 운전원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어 운전원의 주의를 집중시켜 운전원이 상태 진단과 의사결정에 보다 효

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컴퓨터 기반의 신형 제어실은 

운전원이 감시할 수 있는 대상이 컴퓨터의 CRT에 집중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Navigation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표시창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된다. 또한 제한된 표시장치에 나타난 

정보에만 몰두한 나머지 발전소 전체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의 신형 제어실에서는 각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CRT를 통해 운전원 각자

의 임무와 취향에 맞게 표시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하면 다

른 운전원의 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어 운전원 조직간에 운전

원의 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 기

반의 감시제어 체계의 Human Machine Interface(HMI) 설계는 종래의 제

어반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인간공학적 문

제점들이 나타난다.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에서는 컴퓨터기반의 신형제어실 설계시 인간공

학의 체계적인 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간공학 검토모형(Human 

Factors Engineering Review Model, 1994)을 발표하여 설계과정 중에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설계가 끝난 후에도 통합시스

템에 대한 인간공학 확인 및 검증과정을 통하여 각 설계단계에서 완성된 

부분완성품에 대해 그 단계에서의 규격화된 요구사항이 만족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이고, 통합된 HMI가 기능적, 성능적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보

여야 한다. 특히 HMI가 인간성능 요구사항(Human Performance Re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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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을 만족하는지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평가단계에서 Mockup으로 구현된 APR1400 HMI 설

계를 대상으로 차세대제어실의 중요한 특징인 대형정보표시화면, 경보시스

템, CRT 정보표시화면 및 소프트제어기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공학

적 현안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평가하여 설계단계에서 인간공학적 문제점

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 하여 운전원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인

적실수를 방지하여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 

제어실을 설계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웨스팅하우스사가 AP-600의 인간공학적 평가를 위해 

Rasmussen의 운전행위 모형을 기반으로 Task complexity 요소를 반 하

여 개발한 현안 중 일부를 평가하 다. APR1400의 HMI 설계는 AP-600

과 같은 HMI resource(대형정보판넬, CRT기반의 워크스테이션, 소프트제

어기, 전산화된 절차서)를 가지며 그 목적이 같다. 따라서 운전원의 행위

모형을 기반으로 현안을 도출했을때는 Task complexity를 어떻게 적용하

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수는 있겠지만 상위레벨의 현안은 거의 같

다고 볼 수 있다. AP-600에서 고려된 Task complexity 요소는 시스템의 

동적변화 정도(빈번히 상호작용하는 요소, 위험, 불확실성), 운전관여요소

(다중 운전요원, 인간/자동체계 조합의 정도) 및 HMI 요소(정보통합 요구

사항, 표시장치 접근 요구사항)이다. 다음 표 2.1.1은 운전원의 행위모형과 

Task complexity 및 HMI resource를 서로 관련시켜 도출한 현안을 운전

행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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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AP-600평가현안

운전행위 평가현안 

탐지 및 감시

대형정보 판넬의 수동적 감시

대형정보 판넬로부터 단서를 얻어 워크스테이션에서의 상세정보 

탐색

운전원 조직간의 발전소 상태에 대한 인지상태 공유 여부

해석 및 계획

경보시스템에 의한 비정상 상태 탐지 및 이해

워크스테이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비정상 상태 해석 및 계획

수립

경보시스템, 워크스테이션 표시장치, 절차서를 이용하여 단일고

장사건(single-fault event)에 대한 해석 및 계획수립

경보시스템, 워크스테이션 표시장치, 절차서를 이용하여 다중고

장사건(multiple-fault event)에 대한 해석 및 계획수립

경보시스템, 워크스테이션 표시장치, 절차서를 이용하여 다중고

장사건(multiple-fault event)에 대해 운전원 조직의 해석 및 계획

수립

경보시스템, 워크스테이션 표시장치, 절차서를 이용하여 중대사

고 (severe accident)에 대해 운전원 조직의 해석 및 계획수립

제어 및 피드백

단일 운전원 주도의 제어작업

조건에 따른 운전원 주도의 제어작업

다중 및 동시처리 절차서에 따른 제어작업

사건주도 제어작업

운전원 조직의 협업에 의한 제어작업

  

1. 실험평가 수행방법

  APR1400 HMI 설계과정중에 컴퓨터 기반의 첨단 HMI 설계 현안에 대

한 잠재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설계에 문제점을 반 하기 위해서는 설계 

기간 동안에 모든 현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현

안 평가실험은 개념설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계 개념평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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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계단계 측면에서 볼 때 설계된 워크스테이션의 하드웨어, 주요표시

장치 및 제어기가 운전원의 운전직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운전원 성능평가 실험에 참여하는 피 실험자는 발전소를 

잘 이해하고 훈련받은 운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운전원 집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안을 효율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표 2.1.1과 같이 

APR1400 HMI 현안으로 설정된 평가항목에 대해 동시에 평가가능한 평가

현안을 그룹핑하여 한번의 실험으로 여러개의 현안을 동시 평가할 수 있

도록 하여 실험에 소요되는 자원 절약 및 수행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 다. 

동시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의 그룹핑에 대한 내용은 2절에서 기술한다.  

이상과 같은 본 실험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한 실험절차는 그림 2.1.1

과 같다. 그림 2.1.1에서 점선 및 중복으로 도형을 표시한 것은 모든 업무

가 각 현안 그룹별로 구분되어 수행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가. 가설수립

그룹핑되어 있는 각 현안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해야 한

다.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은 제어실 HMI가 운전원의 행위를 어떻게 지원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나타내어야 하며 현안을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문장이어야 한다. 또한 정량적, 정성적인 수집자료들이 가설을 잘 지원하

는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경우 얼마나 가설을 잘 지원하

는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설수립 과정은 특정설계 개념에 대한 인

간행위를 분명하게 밝히며 HMI의 기능적 요구사항 및 인간성능 요구사항

을 결정하는 기준개발에도 반 된다. 각 현안에 대한 가설은 각 그룹핑 현

안의 상세 실험계획시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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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평가그룹 선정

ACR 현안 15개

실험방법

데이타 측정 
및 분석방법

척도 및 평가기준
시나리오 특성

평가그룹별 가설수립

실험평가 요구사항 결정
- Test Bed 요건   
- 피 실험자 요건   

운전조건 및 시나리오 선정
  - 발전소 조건
  - 운전원 임무
  - 운전행위에 부담되는 상황요소

운전원 성능평가 기준 선정 및 개발

자료분석

실험방법 개요작성
- 시나리오 요건 

실험수행

자료수집
방법 설정

그림 2.1.1  ACR 현안별 평가절차

나. 실험평가 요구사항 결정 

(1) 실험환경(Test Bed) 요건

실험평가에 대한 요구사항에는 평가실험 환경(test bed)의 충실도 및 

요구되는 피 실험자의 특성이 기술된다. ACR 현안평가는 개념이 확립된 

기본설계 단계의 인간성능 관점에서 평가되므로 실험환경의 충실도를 다

음 표 2.1.2와 같이 사실성(realism)과 완전성(completeness)측면에서 분류

해 볼 때, 각 요소가 인간성능 관점에서 표 2.1.3과 같이 향을 미치므로 

ACR 현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실험 환경의 물리적 구성 형태는 실제의 

차원을 고려한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구성되고 정보구성과 동적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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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나타내는 기능적인 구현은 실시간으로 구동되며 그리고 완전성 측면

에서는 전규모 시뮬레이터(Full-scope simulator)가 아니더라도 부분 직무

를 충분히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평가대상인 APR1400 Mockup

에서는 이러한 부분 직무를 충분히 모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어 실험

환경 요건을 만족하 다. 

표 2.1.2  실험환경 충실도 차원 

Fidelity(충실도)

Realism(사실성)
Completeness

(완전성)

Physical 

(Form((구성))

Functional

- Part-task    

  simulation

- Full         

 simulation 

Information Content Dynamics

-Abstract(e.g. drawing)

-Representative(mockup)

-Actual(prototype)

-Low(random character)

-Medium(sample data)

-High(complete data)

-Static

-Static-discrete

-Dynamic-slow, fast

-Dynamic-realtime

표 2.1.3  운전원 성능차원에서의 실험환경의 충실도가 미치는 향

Realism(사실성)
Completeness

(완전성)

Physical 

(Form(구성))

Functional

- 인간과 기계  

 요소의 양립성

- 검증 

Information Content Dynamics

Perception

- Detectability
- Legibility

Physical Fit

- Reach

- Strength

- Comfort   

진단 및 의사결정

- 동작인식

- 조치의 정확도

- 육체적 피로 및 

  정신 작업부하

- 경계성(vigilance)

- 사용성

- navigation

(2) 피 실험자 요건 

운전원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ACR 현안평가에 요구되는 피 실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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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의 기준 발전소가 되는 광 3&4, 울진 5&6호기의 주 제어실에

서 2년 이상의 운전경험이 있는 운전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

는 운전원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이나 공학의 다른 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는 power analysis로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 실험자가 제

한되어 있는 실험에서는 between-subjects design(BSD)보다는 within- 

subjects design(WSD)을 채택하므로 본 실험에서도 WSD를 사용하 다.

 

(3) 운전조건 및 시나리오 선정

운전조건이란 발전소 상태, 사건 및 상황요소의 조합으로 실험시나리

오로 구현된다. 평가는 모든 발생 가능한 운전조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므

로 대표성을 갖는 운전조건에 대한 표본추출은 실험결과의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시나리오 선정시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건

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HMI 설계시 고려되었던 운전 조건외에 설

계자가 고려하지 못했던 운전조건까지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조

건의 선정은 평가현안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세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개

발하 다.

(가) 발전소 상태 : 정상상태, 고장 및 과도상태(계기 및 센서의 고

장  포함), 비상사고

(나) 운전행위 :  탐지 및 감시, 해석 및 계획, 제어 및 피이드백의 

운전행위가 포함되어야 하고 운전원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자동화 시스템과 운전원간의 협업을 통해 수행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운전행위에 부담을 주는 상황요소 : 운전원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잇는 상황, 과중한 작업부하, 다중임무, 갑작스러운 작업부

하의 변화 및 피로를 가중시키는 상황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

러한 예로는 경보처리중 다른 고장징후 발견 및 자동시스템의 

고장을 수동으로 제어하면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

는 작업등이 있다. 

그룹핑된 현안을 평가하기 시나리오는 위의 요건을 반 하여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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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원 성능 평가기준 개발 

수행도 척도를 개발하거나 선정하는데 다음의 측정특징이 고려되었

다.(일부는 특별한 수행도 척도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가) 구성의 타당성 : 가설적인 구성(이론)이 운용적인 구성(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으로 변화되어 운전원의 행위 역내에서 이루

어지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신뢰성 : 동일한 조건하에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도 동일한 

측정결과가 나와야 한다(반복성)

(다) 분해능 :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상세정

보가 측정되어야 한다.

(라) 민감도 : 측정범위는 관찰되는 현상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며 나타나는 현상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빈도

가 되어야 한다(sampling rate)

(마) 진단성 : 수용할 만한 수행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단순성 : 측정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단순해야 한다. 

(사) 비침투성(자연성) : 측정하는 과정에 생리적 심리적 부담을 주

어 피실험자의 수행도를 저하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관측이나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이 비침투적이다.

이상과 같은 척도개발을 위해 수집되는 자료의 형태는 발전소 시스템 

데이터(경보포함) 및 운전원 행위 데이터 및 설문이나 debriefing을 통한 

주관적 데이터 등이 포함되었다. 시스템 데이터는 발전소의 공정의 진행과

정을 나타내는 주요변수 및 안전변수의 값으로서 가압기압력, 증기발생기 

수위 등이 예이다. 

운전원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하는 운전원 행위데이터는 시스템 데이터와 

함께 운전원의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데이터로 이용된다. 운전원의 행위기

록 데이터는 감시 및 탐지, 계획 및 해석, 제어 및 피이드백의 운전행위를 

위해 수행하 던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감시 및 탐지, 제어 및 피

이드백을 위해 운전원이 조작하 던 HMI는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터상에



- 25 -

서 기록이 가능하나 감시 및 진단을 위해 확인하는 변수의 확인여부는 실

험환경(Mockup)에서 직접 기록이 어렵다. 따라서 시선추적장비(Eye 

tracker System)나 프로토콜 분석이나 디브리핑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운전원이 감시하거나 진단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따라

서 운전행위는 실험전 시나리오에 의해 전문가나 시나리오 개발자에 의해 

사전 확인되어야 하고, 실험이 끝난 후에도 실제로 수행된 행위에 대해 사

후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진단이나 의사결정과 같은 

행위시 수집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프로토콜 분석이나 디브리

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 실험자의 기억의 한계성으로 인해 데이터가 

손상될 우려 때문에 한 개의 시나리오 실험이 끝난후 즉시 수행된 행위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에 확인하는 행위는 운전절차서나 직무분석을 통해 성

공적인 운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확인된 

행위는 운전작업의 이상적인 경로(ideal path)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하

여 운전원이 실수한 행위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원 행위에 대한 수행도 척도로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것이 사용된다.

(가) 반응시간 (Reaction Time) : 운전원에게 조치를 요하는 사건

(event)의 시작과 요구한 반응을 시작하는데 경과한 시간. 

(나) 기간 (Duration)  및 작업완료 시간 : 기간은 자극의 시작부터 

직무완성까지의 경과 시간이다. 직무기간은 여러 task가 함께 

작동하거나 서로 겹치게 된다면 조작상으로 정의하기에는 매

우 어렵다.

(다) 행위정 도 : 관찰의 정확성 응답의 정확성 및 오류특성 

(라) 행위성취도 : 자원사용량, 행위성취 정도

(마) 성공적인 작업수행(적절한 절차서 및 디스플레이 선택, 적절한 

절차의 수행)

(바) 실수(부정확한 의도 및 조치)

(사) 비능률(조치 시간지연 및 필요 없는 조치, 디스플레이간의 과

도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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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척도외에 운전원의 작업성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발

전소 상황의 이해도와 상황인식 유지 그리고 주의력 배분 및 작업기억

에 어려운 부담을 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척도를 사용하

다.

- 상황인식도(Situation Awareness)

- 인지적 직업부하(Cognitive Workload) 

(5) 운전원 성능평가 기준 선정

실험자료 수집의 궁극적인 목표는 운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시

스템 성능의 용인성(acceptability)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

된 척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은 다음의 네가

지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가)  플랜트, 시스템 및 운전원에 대한 요건은 설계과정중에 공학

적 분석을 통해 정의 될 수 있는 요건서에 의해서 비교한다. 요건서를 참

조하는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는 평가척도의 예는 주요 운전행위에 대한 

시간요건(time requirement) 및 기술사양(technical specification)에 의해 

통제되는 주요변수이다.

(나) 이미 인정될만한 것으로 규정된 벤치마크 시스템을 사용하여 

동등한 조건하에서 비교하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독립적인 성능요건이 없

을 때 채택한다. 

(다) 벤치마크 시스템을 사용한 비교와 비슷하나 성능기준

(performance criterion)은 단일 비교시스템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시스템 검증을 통하여 설정된 기준(norm)에 근거를 둔다. 이러

한 분야의 기준은 개인설계자 보다는 산업체의 공통적인 노력을 통하여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 전문가의 판단을 통하여 설정된 기준을 사용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척도가 개발될 수 있지만 주요 운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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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시간요건 및 기술사양서에 의해 통제되는 주요 변수외는 수행도

척도나 상황인식도 및 인지 작업부하와 같은 정량적인 척도는 현실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고 또한 현 단계에서 인정 가능한 한계를 규정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이러한 척도는 추후 대안적인 설계비교 및 설계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행도 측면에서의 장점을 비교하는데 기준으로 사용한다. 

각 그룹핑된 현안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와 척도기준은 각 현안평가를 위

한 상세계획 수립시 선정되어 사용되었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에 대해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HMI 설계가 수행도에 미치

는 효과, 행위의 성공여부 판정 및 행위에 기인한 요인등을 추출한다. 프

로토콜 분석이나 참여자와의 디브리핑을 통하여 혼란이나 오류, 느리거나 

서투른 조치를 초래할 설계특징을 규명한다. 디브리핑이나 프로토콜 분석

시에는 운전중 이루어진 해위, 행위를 유도한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에 

향을 미쳤던 요인등을 일목 요연하게 나타내는 차트를 사용한다.

2. 설계 현안 평가를 위한 평가현안 그룹핑

웨스팅하우스사는 제어실 HMI가 운전원의 수행도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하기 위한 V&V를 위해 평가현안을 개발하게 되었다. 현안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를 고려하 다.

1) 운전 직무(operational task) 정의

2) 운전직무에 대한 인간수행도 모델 그리고,

3) 제어실 특징(feature)이 어떻게 수행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

한 모델

  운전직무는 고려해야 할 수행도의 단계를 정의한다. 그리고 인간수행도 

모델은 운전직무와 관련된 수행도 실패의 형태 및 운전원의 잠재적인 실

수에 대한 원천(source)을 찾아내기 위한 요건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

원모델은 첨단제어반의 HMI 특징이 운전원 수행도를 향상시킨다는 가정

(assumption)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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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전직무(operational task) 

인간의 수행도에 향을 미치는 제어실의 HMI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운전원이 수행하는 직무를 고려해야 한다. 직무 수행도를 정립하기 

위해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제어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전직무를 분

류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3가지 단계가 있다.  이 일반적인 단계

는 Rasmussen의 사다리꼴 모형의 요소와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

에 인간의 심리적 프로세스를 기초로 운전직무를 광범위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계층적 활동의 인지적인 요구는 유사하다는 것

이다. 또한 이러한 단계들은 발전소의 모든 동작모드(normal, off-normal, 

emergency, outage) 에서 나타난다.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Developing/Maintaining Plant Awareness(Detection and 

Monitoring)

2) Handling Plant Disturbances (Interpretation and Planning in 

non-routine situation)

3) Controlling plant state

Operator activity의 주요 단계에 대해 직무 복잡도(task complexity), 이러

한 상황에 의해 부여되는 인지적인 요구도 그리고 그 결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적실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의 유형을 분석했다. 이 

분석은 실제와 시뮬레이션된 비상사태동안의 운전원 수행도 연구, 인지적 

직무 분석,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에서 운전원의 의사결정 모델 및 인적실

수 연구와 같은 다방면의 연구로부터 도출되었다. 운전행위 및 인지요구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의할 수 있다. 

- HMIS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 운전원 행위의 주요 단계 그리고,

- 이러한 각각의 단계를 지원함에 있어서 HMIS의 효과를 평가는데에 견

본이 될만한 복잡한 상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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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eloping/Maintaining Plant Awareness

 이 단계는 발전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에 관련된 것

으로 절차서 및 감독자로부터의 분명한 요구사항 또는 운전원 자신의 의

문( self-generated query)과 거의 지시없이 실행되는 감시(예를 들어, 보

드의 주기적인 탐색)에 의해 어떤 특별한 하나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시스템 목표와 다른 분야의 활동-사람과 기계 모두

에 대한 인식을 지원하는 감시행위도 포함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행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 운전원이 현재의 시스템 상태와 가용성(Availability)(예를 들어 power 

level, 온도, 압력 등에 대한 발전소의 상태를 평가)를 결정하는 주기

적인 능동적, 수동적 감시(active and passive monitoring)

- 오 작동 및 변화가 너무 작아 경보 알람을 작동시키지 못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을 찾는데에 필요한 주기적인 감시행위

- 근무교대에 수반되는 절차화된 감시행위

- 특정한 플랜트 변수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감시하는 행위 등 

여기서 능동적 감시와 수동적 감시의 차이는 발전소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찾

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조작과 화면순항(navigation)을 사용하여 발전소 상

태의 인식을 유지하느냐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

가 이 행위를 복잡하게 한다. 

- 탐색하는데 너무 많은 수의 변수값 및 경보가 동시에 발생하거  

나 다음 경보에 의해 현재의 경보메시지 위치가 이동되거나 경

보화면 페이지를 넘어가는 경보 메시지를 가지는 경우

- 현재 제시되지 않은 디스플레이상에 관련 데이터를 가지는 경우

- 디스플레이 페이지, 워크스테이션 및 각 개인의 콘솔간에 분산되

어 관련 데이터를 가지는 경우

또한 이러한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오류형태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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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수값의 탐지/관찰의 실패

- 플랜트 상태나 함축의미의 규명에 실패(다시 말해서, 플랜트 상

태나 그 함축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 

- 다른 운전요원이나 시스템의 활동이나 목표규명에 실패 등이 있

다. 

(2) Handling Plant Disturbance

이 단계는 발전소의 경보와 왜란(오동작)에 운전원이 반응하는 모

든 활동을 포함한다. 플랜트 왜란의 모든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에서 

인지과정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지만, 이 단계의 활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은 플랜트 왜란을 규명하고, 플랜트 기능과 목표에 

대한 함축의미를 평가하며, 반응에 대한 계획을 선정/구체화한다. 즉 다시 

말해서, 반응수행(execution) 보다는 수행의도 조성의 기초가 되는 인지활

동에 초점을 둔다. 반응 수행이 비상상태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

지만, 정상작동 상태에서도 발전소를 통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

로 반응수행은　플랜트상태 제어단계의 일부분으로써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확인과 절차서 선택이 수월할 때도 있다. 어

떤 경우에 있어서는 운전원이 정확한 상황 평가를 위해 여러 정보를 통합

하고(또는) 운전목적사이에서 trade-off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서, 만일 여러가지 고장이 발생한다면, 한가지 이상의 절차서가 필요하다. 

반응계획의 규명은 다중사고의 경우에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심각한 사고 

상황하에서 안전 시스템이 고장나고 시스템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을 때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활동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 경보 탐색을 어렵게 하는 많은 수의 알람을 발생시키는 다중사

고

- 플랜트 왜란에 대한 증거가 사라져버렸거나 애매 모호한 경우 

(예를 들어, 다른부분의 고장으로 인해 가려지거나 변경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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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상태의 변화가 잘 알려진 단서를 부적절한 것으로 만드

는 경우(예를 들어, 센서가 신뢰성이 없거나, 센서 값이 중대사

고와 같은 플랜트 상태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

- 다중 고장은 적절한 반응 계획에 제한요소를 둔다(예를 들어 절

차서에 의해 지시된 것이나 가장 잘 알고있는 반응계획이 있어

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요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오류형태는 다음과 같은것

들이 있다.

- 정확한 시스템의 이해를 진전시키는데 실패(예를 들어, 정확하게 

증거를 해석하는데 실패)

- 고착실수(Fixation error) (우연히 발생한 가정과 불일치하는 증

거를 모름)

- 잘 알려진 단서 또는 반응계획에 대한 과신(다시 말해서, 라스무

센 모델에 있어서 틀에 박힌 short-cut)

- 반응계획과 관련된 부작용(negative side-effects)을 간과함

- 목표의 부적절한 trade-offs 등이 있다. 

(3) Controlling Plant State

  이 단계는 시스템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플랜트 변

수 조정, 플랜트 모드변경(예를 들어 startup, shutdown, intermediate 

power changes), 스위치 절환(하나의 source/train에서 다른 source/train

으로), surveillance test 수행, 및  tagging out 등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operator- 

paced(procedure-paced) 제어행위와 event-paced(plant dynamic-paced) 

제어행위의 구분이다. operator-paced 행위는 운전원이 수행하는 일에 의

해서 결정되는 비율이 대부분인 행위이고, event-paced 행위는 제어되어

야 사건의 시스템 공정동작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행위이다. 두 번째 특징

은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과 여러명의 공동작업 그리고 자동화 시스

템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들 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 발전소 수동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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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plant start-up)은 event-paced와 운전원들 간의 공동작업을 요하

는 예이다. 

제어동작의 가장 간단한 경우는 시간이 충분하고, 제어조치가 간헐

적으로 뛰엄뛰엄 있고, 제어행위가 operator-paced이며, 어떤 협업이 이루

어지지 않고 단독으로 수행되며, 제어행위가 다른 공정이나 운전성에 전혀 

간접적인 부 효과(side effects) 일으키지 않을 때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운전행위가 위와 같이 간단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 공정 진행(process dynamics)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

- 다른 운전요원들과의 공동작업이나 의사소통에 실패

- 사전조치, 부 효과 및 사후조치 점검에 실패.

나. 인간수행도 모델(Model of Human Performance)

  분석의 다음 단계는 운전행위 단계와 운전원 행위와 관련된 수행도 실

패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는 인간 수행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운전직

무의 단계를 가진 이 모델은 수행도의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작업

과정 모델(working process model)의 표현 뿐 만 아니라 분석에 필요한 

수행도의 중요한 요소를 규명하는데 있다. 비상상황에서의 자주 언급되는 

Rasmussen의(1986) 운전원의 의사결정 모델을 더욱 다듬어 다양한 제어

(control)형태를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예를 들어, 정상운전) 

기존의 Rasmussen의 사다리 모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수행도 현안을 세

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 다. 예를 들어, CRT 기반의 화면표시나 소

프트제어기 설계시 중요한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보를 찾거나 제어장

치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화면순항을 위한 과정도 표현된다. 기존의 제

어실처럼 하드와이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 Rasmussen의 수행도 모델은 화

면탐색이나 화면순항을 명백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림 2.1.2은 비상상황 활동에 대한 모델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

다.  비정상적인 상태의 발견이 Detect/Observe 과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예상치 못했던 Monitor Parameter나 Monitor Process/Function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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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연히 발견될 수 있다. 두가지 경우에 있어서 비정상 상황의 발견은 

운전원으로 하여금 Develop Understanding of Plant State 과정으로 유도

한다. 여기에서 3가지의 대안이 있다. 첫번째, 운전원은 무슨 상황이 발생

했는지에 대한 가정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변수 공정데이타를 직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Monitor Parameter and Monitor Process/Function로 연

결). 그 다음 과정의 분석방법은 나머지 두가지 대안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플랜트 상태가 규칙기반 행위(rule-based behavior)를 요하는 것으로써 인

식이 될 때, 운전원은 Select/Formulate Response Plan 과정으로 직접 이

동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랜트 상황이 규칙기반 행위를 요하지 않을 때는 

지식기반(knowledge-base)경로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로에서 운전원은 

Establish Goal Hierarchy and Coordinate/Allocate Goals 과정을 거친다. 

그림 2.1.2의 하단부는 반응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과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모델을 통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정상상태에서의 운전절차

    + 비정상 운전 (지식기잔 및 규칙기반 응답)

    + 단순한 제어 및 피드백

    + 왜란 탐지 (2가지 서로 다른 경로로)

    + 가설 테스팅 상황에서 변수 및 플랜트 상태의 직접적인 감시

  또한 이 모델을 통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수행도 현안은 다

음과 같다.

    + 운전원과 자동화 시스템간의 협업

    + 운전조간의 협업

    + 시스템 진단

    + 디스플레이, 제어기 및 절차서 간의 화면순항 

    + 시스템 이해의 여러 단계별 감시행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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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 Understanding of Plant State :
What is state ?
What process is out of bounds ?
What faults are present  ?
What are consequences ?

Detect/Observe (Either
externally driven (e.g.,
alarms) or self-directed
(e.g.,board scanning)

Monitor Process/
Function

Monitor
Parameter

Monitor Action

Monitor Goal
Achievement

Establish Goal
Hierarchy

Execute Action

Coordinate/
Allocate Goals

Select /
Formulate

Response Plan

Find Relevant
Procedure, Control

and/or Display

action
feedback

expected result

tunning
control

unexpected
result

rule based

knowledge
based

directed search

procedure
following

그림 2.1.2 제어실 운전직무에 대한 운전원 수행도 모델

  운전직무의 3단계는 이 수행도 모델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강조된다. 플

랜트 상태를 추적하는 Developing /Maintaining Plant Awareness 단계에

서는 주로 Detect/Observe, Develop Understanding of Plant State, 

Monitor Parameter, Monitor Process/Function, and Monitor Goal 

Achievement 과 같은 과정과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

 플랜트 왜란의 발견, 그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의 평가, 반응계획의 공식

화, 그리고 반응계획의 실행이 주로 포함된 Handling Plant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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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모델의 모든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의 초점은 

플랜트 왜란(plant disturbance)을 취급하는 가장 특징적인 단계 즉, plant 

state의 진단, 반응계획의 공식화(목표선택과 성공경로에 대한 계획을 포

함)에 둔다. 이 수행도 모델에서는 보통 다음과 단계 즉,  Detect/Observe; 

Develop Understanding of Plant State; Establish Goal Hierarchy; 

Select/Fomulate Response Plan; and Find Relevant Procedure, Control, 

and/or Display. 에 따른다.

Controlling Plant State 단계 또한 수행도 모델의 모든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는 Controlling Plant State 활동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

인 단계에 즉, 계획(execution)을 실행하는 것과 목표 성취에 대한 

monitoring에 초점을 둔다. 수행도 모델에 있어서 이 단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Monitor Parameter; Monitor Process/Function; Monitor 

Goal Achievement; Coordinate/Allocate Goals; Select/Fomulate, 

Response Plan; Find Relevant Procedure, Control, and/or Display; 

Execute Actions; and Monitor Action.

다. 평가현안 정의 및 모델지원

   수행도 모델은 운전행위의 주요한 단계에 대한 성공의 기반이 되는 공

정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술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델은 새로운 제어실

의 특징이 어떻게 수행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은 

제어실 구성요소에 대한 각각의 기능을 정의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또한 

각 구성단계의 기능이 효율적이며, 운전원이 실수가 없는 수행도를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1.3은 지원모델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수행도 모델의 11가지 단계

와 이러한 단계에 관련된 제어실의 구성요소 및 인터페이스의 속성을 나

타내었다. 

예를 들어 Monitor Porcess/Function 단계와 관련된 제어실 구성요소는 

LDP와 워크스테이션(WS)의 물리적/기능적 디스플레이, 그리고 경보 시스

템이다. 이러한 제어실 요소들이 효율적이고도 운전원 실수가 없는 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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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할 수 있는 제어실 요소들의 속성, 즉 설계요소들을 규명하 다. 

관련된 속성은 하위레벨(low-level)의 개념적인 관심사부터 상위레벨의 의

사결정과 진단까지의 전 범위에 걸친 수행도 현안과 관련된 속성을 현안

을 규명하 다.  규명한 속성으로는 디스플레이 판독성(legibility), 디스플

레이 판별성(discriminability), 인지적단서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특성

(예를 들어., 밝기, 크기), 구성적인 측면에서 정의되는 특성(예를 들어, 그

룹핑), 디스플레이 상황(다시 말해서 데이터 디스플레이에 의미를 부여하

는 변수, 관련 사건, 설정치(setpoints)), 디스플레이 반응시간, 그리고 디스

플레이 접근성이 있다. 

이와 똑같은 분석을 수행도 모델의 11개 전 단계에 적용한다. 어떤 단계

(예를 들어 Establish Goal Hierarchy)와 접하게 관련된 인터페이스 속

성은 판독성 및 사용성과 같은 친숙한 현안을 넘어서 운전원의 의사결정

을 반 하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은 진단과 의사결정 직무를 지원하고 운

전원 실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중요하다.

평가현안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직무(또는 제거할 필요가 있는 잠재 가능

한 고장요소)를 정의하거나, 직무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요소, 그리고 인

터페이스 요소와 관련된 속성을 규명 함으로써 정의된다. 특정한 평가현안

은 다음과 같이 “근무교대가 이뤄지는 동안 LDP의 구성이 플랜트 상태에 

대한 의사전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원 

모델을 통해서 운전직무가 제어실 인터페이스 구성요소와 접하게 관련

된 현안을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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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bserve (Either externally
driven (e.g.,alarms) or self-directed
(e.g.,board scanning)

Alarm System
LDP
Workstastion
Plant Communication System
- Legibility
- Diccriminibility
- Salience
- Data Context
- Paramter display accessibility

Develop Understanding of Plant  State :
What is state ?
What process is out of bounds ?
What faults are found ?
What are consequences ?

Alarm System
LDP
Workstastion
CPS

- Goal hierarchy of safety
and productivity goals
displays
- Physical and functional
coding of dynamic plant
mimic
- Functional organization
and prioritization of alarm
system
- Functional and physical
orgnization of WS displays

Monitor Goal Achievement

Alarm System
LDP
Physical + Functional Displays

- Legibility
- Diccriminibility
- Salience
- Data Context
- Paramter display accessibility
- M-MIS response time
- Context : Goals, constraints and side
effects
- Feedback of automatic system status
and control actions
- Feedback of crew member goals and
actions

Monitor Parameter

Physical + Functional Displays

- Legibility
- Diccriminibility
- Salience
- Data Context
- Paramter display accessibility
- M-MIS response time

Monitor Process/Function

Alarm System
LDP
Physical + Functional Displays

- Legibility
- Diccriminibility
- Salience
- Data Context
- Paramter display accessibility
- M-MIS response time

Step of Human
Performance Model

Relevant Interface
Features

Relevant Interface
Attributes

LDP : Productivity + Safety
Physical + Functional Displays (goal
windows)
Alarm System
Plant Safety Status Trees
On-line PRA

- Goal prioritization
- Goal-subgoal relations
- Context : Goals, Constraints, and side effects

Establish
Goal
Hierarchy

CPS
WS  Displays
LDP (cursor selection)

- Display navigation paths
- Procedure navigation paths
- Automatic display/procedure selection
- Control/display salience

Find Relevant
Procedures,
Control and/or Displays

LDP
WS  Displays
Control Room Layout

- Provide common/shared information (mental
model)
- Provide feedback on status of automated
systems
- Provide for dynamic man-machine allocation

Coordinate /
Alocate Goals

CPS
WS  Physical + Functional Displays
Alarm System

- Procedure selection logic
- Display structure : Goals, constraints, and
side effects
- Alarm prioritization

Select/
Formulate
Response
Plan

WS  Displays
SC

- Anthropometrics
- Affordances
- Logical layout
- Mode of execution/manipulation
- failures to prevent supurious actuation

Execute Action

SC
-Actuation feedback

Monitor Action

그림 2.1.3 제어실의 특징 및 속성과의 수행도 모델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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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안 선택

  프레임웍은 인간요소 평가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set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형제어실에 대해 원하는 만큼의 

세부적인 사항의 모든 현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문제와 돈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테스트에 

가장 중요한 현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현안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과거에 언급하지 않았던 현안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판독성(legibility)과 같은 현안의 경

우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기준이 설정되어 왔으므로 그리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제어실 설계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

러나 디스플레이, 제어기, 그리고 절차서의 수가 매우 많을 경우 효과적인 

navigation system에 대한 기준은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

러므로 이러한 현안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

  운전원의 조치 및 수행도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원천의 분석을 통하여 

첨단제어실 HMIS 특징이 이러한 수행도에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

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할 주요 평가현

안을 정의하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테스트에 필요한 복잡한 상

황의 범위를 제공한다. 다음은 운전원의 행위단계에서 규명되어야 할 주요 

평가현안의 일반적인 측면만 기술한 것이다. 

먼저 Detection and Monitoring 단계에서 

o HMIS는 운전원으로 하여금 워크스테이션 디스플레이를 탐색하지 않

고 플랜트 상황과 시스템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의식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지원해 주는가?

o HMIS는 확실한 정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효율적인 navigation 

을 지원하는가?

o HMIS는 공동 상황인식을 여러 운전요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가?

Interpretation and Planning 단계에서는 

o 경보시스템은 운전원으로 하여금 플랜트 상태의 인식과 이해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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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가?

o 워크스테이션 디스플레이는 플랜트 상태의 진단과 회복경로의 계획/

선택을 잘 지원하는가 

o HMIS는 상황의 평가나 반응계획이 요구되는 사고들에 대해 여러 사

람들이 반응하는데 쉽게 지원하는가?

마지막으로 Controlling Plant State 단계에서는 

o HMIS 특징은 사전조건, 부작용, 사후조건의 평가를 요구하는 제어직

무를 수행할때 운전원을 잘 지원하는가?

o HMIS는 운전원에게 event-paced 제어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가?

o HMIS는 운전원들이 협업을 요하는 제어직무 수행하도록 지원하는가?

이러한 평가현안은 광범위하게 걸쳐서 적용될 수 있다. 다음 그림 2.1.4는 

제어실에서 행해지는 운전원의 직무에 대해 행위단계와 행위형태 및 그리

고 이러한 운전원의 행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complexity factor와 각 

운전단계에 접하게 향을 미치는 제어실 HMI 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각 운전원의 조치단계에서 행위형태에 따라 나타날 수 있

는 평가현안을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평가현안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설

계요소를 개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5는 지금까지의 연구되어온 

결과를 통하여 분류된 운전원 행위로부터 고려되어야 할 주요특성을 도출

하 다. 그리고 운전특성에 향을 크게 미치는 복잡도 요소를 도출하고 

복잡도 요소에 따라 잠재 가능한 인적실수 형태와 운전행위별 향을 미

치는 HMI요소로부터 그림 2.1.4에서 도출한 것과 같은 일반적인 현안을 

도출하 다. 마지막 이러한 일반적인 현안과 복잡도 요소 및 운전원 행위

에 대한 특성을 반 하여 각 운전단계별 평가현안을  도출하 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현안은 표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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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운전원의 행위특성에 따른 평가현안의 일반적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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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ajor Classes of
Operator Activities

- Detection & Monitoring
- Interpretation & Planning
- Controlling Plant State

Operator Activities
1. Developing/maintaining Awareness of Plant State
2. Handling Plant Disturbances(Diagnosing Condition
    and Planning response)
3. Controlling Plant State(Executing Response Plan)

Main Characteristics pf each of the 3
major classes of operator activities

1. Developing/maintaining Awareness of Plant State
 . Active search for a particular information guided by  procedure, explicit request
  (from supervisor) or self-generated query
 . Periodic active monitoring
 . Passive monitoring

2. Handling Plant Disturbances(Diagnosing Condition  and Planning response)
 . Activities concerned with responding to alarms and disturbances(Detecting alarms, unusal
display indications, or report from plant personnel)
 . Activities concerned with situation assessment and response planning
 . Activities associated with identifying plant disturbances
 . Activities associated with assessing disturbances implecation for plant functions/goals
 . Selecting/formulating a response plan(Selecting the appropriate procedure/display)
 . Covers all stages of cognitive processes

3. Controlling Plant State(Executing Response Plan)
 . Tunning plant parameter
 . Chamnging plant operating state(startup, shutdown, intermediate power change)
 . Performing switch over
 . Performing routine operability or maintenance test
 . Taking systems out of operations

Operator activities are identified from
- Observational studies
- Interviews with operator

Type of conditions that can increase task
complexity

A number of factors can contribute to the complexity

1. Developing/maintaining Awareness of Plant State
(Multifunction failure/ multisystem failure)
 . Too large number of paramenter values to scan
 . Too large number of  alarms to sift through or attend to parallel
 . Too large number of displays to page through
 . Having the relevant data on display pages that are not currently displayed
 . Having the relevant data distributed across display pages, workstations

2. Handling Plant Disturbances(Diagnosing Condition  and Planning response)
 . Multiple faults that produce a large number of alarms making detection of alarm difficult
 . Evidence of plant disturbance may be missing or obscured(e.g.,masked or alerted by
another fault)
 . changesin plant state may make familiar cues inappropriate
 . multiple faults may place constraints on appropriate response plan

3. Controlling Plant State(Executing Response Plan)
 . Distinction of  operator-paced control(procedure-paced control) vs. event-paced
control(plant dynamic-paced control)
. Single individual control vs. coordination among multiple individuals and/or automatic
system

In case of event paced-control,
Critical issues are ease of access of

relevant  displays and control

Potential types of Human Error that can
result

1. Developing/maintaining Awareness of Plant State
 . Failure to detect/observe relevant plant parameter values
 . Failure to identify plant state or implications of plant state
 . Failure to identify goals and activities of other agents

2. Handling Plant Disturbances(Diagnosing Condition and
Planning response)
 . Failure to develop a correct system understanding
 . Fixation error
 . Over-reliance on familiar cues or response plans
 . Missing negative side-effects associated with response plan
 . Making inappropriat e goal tradeoffs

3. Controlling Plant State(Executing Response Plan)
 . Failure of execution(omission, wrong action, wrong sequence)
 . Failure to keep pace with process dynamics
 . Failure to coordinate/communicate with other crew members
 . Failure to check preconditions, anticipate side-effects and post
conditions

Description of operator
activity Potential sources of

performance problems

Description of how MMI features are
intended to mitigate these performance
problems(i.e., model of support)

1. Detection and Monitoring(Developing/Maintaining Plant Awareness)
 . Does the M-MIS inform operators of subtle, normal changes in plant state without requiring active data retrieval by the
operator
 . Does the M-MIS support efficient navigation to locate specific information
 . Does the M-MIS effectively support shared situation awareness by multiple crew members

2. Interpretation and Planning
 . Does the M-MIS enhance operato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abnormal condition
 . Does the M-MIS enhance diagnois of plant condition and planning/selection of recovery paths
 . Does the M-MIS support the operator's response to minor plant upsets
 . Does the M-MIS support the operator in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plant state during complicated plant upsets
 . Does the M-MIS support the operator in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plant state during  severe accidents

3. Controlling Plant State(Executing Response Plan)
 . Does the M-MIS support the operator in performing  simplae operator-paced control  tasks
 . Does the M-MIS support the operator in performing operator-paced control  tasks that require assessment of prerequisities
   side effects, and post-condition
 . Does the M-MIS support the operator in performing  event-paced control  tasks
 . Does the M-MIS support the operator in performing control  tasks that require coordination with other individuals

- Monitor parameter/Process Function (Displays, LDP, Alarm)
  . Legibility, Discriminability, Salience, Data Context, Accessibility,
    Response time
- Detection/Observation(Alarm, LDP, Displays, Communication System)
  . Legibility, Discriminability, Salience, Data Context, Accessibility

- Develop Undestanding of Plant State(Alarm, LDP, Displays, Procedure)
  . Display Organization/hierarchy, Alarm orgination/prioritization, Coding
- Monitor Goal Selection(Displays, LDP, Alarm)
  . Legibility, Discriminability, Salience, Data Context, Accessibility,
    Response time, Context, Feefback
- Plan Success paths( Establish Goal Hierarchy(LDP, Displays, Alarm))
  . Contents of Display
- Select/Formulate Response Plan(Procedure, Displays, Alarm)
  . Procedure selection logic, display Structure, Alarm prioritization
- Find relevant Procedure, Control  and Display(Procedure, SC, Display)
  . Display navigation path, procedure navigation path, Contrl/display salience

- Execute Action (Displays, SC)
 . Anthropometrics, Affordance, Logical layout, Mode of
   execution/mamipulation, Features to prevent spurious actuation
- Monitor Action (SC)
  . Actuation feedback

Evaluation Issues of AP-600

1. Detection/Minitroing
. Passive Monitoring of Overview Displays
. Directed Search for Information with the Workstation Displays based on the MMIS Overview Displays
. Directed Search for Information with the Workstation Displays based on a Request
. Maintaining Crew Awareness of Plant  Condition

2. Intepretation and Planning
. Detecting and Understanding disturbance using Alarms
. Interpretation and Planning using Workstation Displays
. Interpretation and Planning during single-fault event using alarms, displays, and procedures
. Interpretation and Planning during multiple-fault events using alarms, displays, and procedures
. Interpretation and Planning by Crew during multiple-fault event using
  alarms, displays, and procedures
. Interpretation and Planning by Crew during severe accidents using
  TSC, alarms, displays, and procedures

3. Control
. Simple Operator-Paced Control Tasks
. Conditional Operator-Paced Control Tasks
. Control Using Multiple, Simultaneous Procedures
. Event-Paced Control Tasks
. Control Tasks Requiring Crew Coordination

그림 2.1.5 운전원의 의사결정 모델과의 Mapping

마. Ap-600 평가현안 검토 및 그룹핑

  평가현안별 관련 HMI 요소를 분류하고 현안별 목적, 확인사항 및 실험

가설을 검토하 다. 그리고 현안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방법과 실험척도 및 

기준을 분석하고 이런 실험에 사용되는 시나리오의 특성에 대해서 검토하

다.  이러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각 현안에 대한 주요설계 쟁점을 분석

하고 현재 웨스팅하우스사에서 제안한 설계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특

징을 분석하 다. 그리고 각 현안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 특성 및 평가

방법, 평가척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현안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현

안을 그룹핑하 다. 

현안 1 : Passive Monitoring of Overview Displays

• 주요설계 쟁점 

- 설계초기 단계에서의 데이터 포맷, 타입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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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

- 중요한 정보에 효과적으로 운전원의 주의를 끌 수 있는가의 코딩, 

포맷, 그룹핑의 적절성

• 평가의 문제점 :

   플랜트 상태 및 시스템의 가용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둘것인가(설계변수와의 선정과 관계가 됨) 즉, 중요사건(안전에 향을 미

치거나) 및 power production에 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가용성 유지에 

대한 운전원의 상황파악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선택적인 문제는 

충분한 운전원의 의견을 반 하여 선정하여야 함.  

• 현재 AP-600에서는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설계 대안을 평

가하는 실험방식 사용

• 의견 :  

   APR1400에서는 1개의 설계대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LDP만 사용하는 실험방법을 사용하여도 현재 설계의 정량적인 절대적 평

가는 어려움.  따라서 LDP를 사용하는 다른 현안을 평가할 때 LDP를 통

한 시스템의 정확하고 빠른 파악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 (효과적인 설문

이나 디브리핑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LDP의 문제점을 평가하거나 및 상황

파악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 

현안 2 : Directed Search for Information with the Workstation Displays 

based on the HMIS Overview Displays

• 주요쟁점 

  LDP로부터 시작하여 상세정보를 워크스테이션 디스플레이에서 잘 찾을

수 있는가 -> 정보구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Navigation 방법

- LDP와 Workstation의 조화

- 정보탐색을 위한 효과적인 navigation 방법제시(디스플레이이 정보그

룹핑 및 구성과 관계가 있음)

• 척도의 문제점

- 상세정보를 찾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과 사용한 Display수를 척도

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평가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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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어떤 상황 발생시 시스템의 변화가 다른 시스템에 향을 미

치기 전까지 상세정보를 찾아서 조치를 취하면 모두가 acceptable 한 

수준으로 간주해야 함. 그러나 사고의 형태 및 크기에 따라 다를수 있

으므로 어느정도까지 시스템의 빠른 반응에 대처해야 하는가를 정의

하기는 어려움.  

-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를 수행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시간이라는 척도

는 의미가 없음

• 따라서 WS Display를 사용하는 다른 실험시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

음.(APR1400 Req. 모든 정보는 2step으로 찾을 수 있음이라는 요건이 위

배되면 운전원과의 디브리핑을 통해서 문제점 파악(예를 들어 시스템 그

룹핑의 문제, LDP와 워크스테이션 설계의 부조화 등)

현안 3 : Directed Search for Information with the Workstation Displays 

Based on a Request

• 주요쟁점 　

- 설계된 navigation 특징이 정보를 찾는데 얼마나 잘 지원하는가 ?

- 운전원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가의 평가 ?

  위와 같은 쟁점은 Display 정보구성 및 navigation 방법(선택 메카니즘),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 

• 의견 

- 수행도 평가시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음. 그

리고 Issue 2와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운전원이 수행하는 navigation 

직무 단서가 LDP에 의한 것이 아니고 SRO나 다른 운전원 및 현장에

서의 요청 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isuue2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

것 역시 WS을 사용하는 다른 현안평가시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 디브리핑을 통해 문제점 도출이나 비디오 녹화등을 통해 여러번 

navigation을 했다면 운전원과의 면담을 통한 원인을 추적해서 문제점

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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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4 : Maintaining Crew Awareness of Plant Condition.  

• 주요쟁점 　 

- 관련 HMI resource는 LDP, WS, CPS (Alarm은 제외)

- 운전조의 발전소 상태 인식, 타 운전원의 작업에 대한 awareness를 

확보하는지

- 운전원과의 통신(communication)의 원활성

이상과 같은 쟁점에 대해 관련 현안으로는 

- LDP 구성 

- Display 내용 및 포맷

- LDP에 대한 운전원 시야(배치의 적합성)

- 다른 운전원 및 WS에 대한 시야(배치의 적합성)

• 의견

- 배치의 적합성은 인체측정학적 관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나, 제어기를 

포함하는 전체 HMI resource를 평가하는 실험 수행시 평가가능. (디브

리핑이나 설문을 통해 LDP의 가시성, 운전원과의 대화의 원할성, 다른 

운전원의 작업에 대한 인식등을 평가한다) 

- 그러나 현재 전체 Mockup이 구성되지 않는 상태(safety console 미제

작)에서, 완전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별 의미가 없음. 

현안 5 : Detecting and Understanding Disturbances Using Alarms

• 주요쟁점 　 

- 관련 resource는 경보계통 overview, Alarm support Display

- 경보 자체만 가지고 disturbance의 인식 및 이해

이와 관련한 현안으로는 

- 경보의 우선 순위화의 적합성 (상대적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가)

- 경보축약의 적합성

- 운전원이 인식이 용이하도록 포맷(salience 코딩, message 구성, 시각

적 코딩 등)되어 있는가

- APR1400에서는 Overview Alarm이 존재하는가

  (APR1400과 AP-600과의 경보설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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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m Support Display가 무엇인지 APR1400에는 있는가

  (APR1400과 AP-600과의 경보설계의 차이점)

  여기서 만약 Overview Alarm이 LDP에 타일형태로 표시된 것이라면 

LDP Alarm과 Workstation Alarm 시스템을 사용한 평가가 된다.

• 의견 

- 경보자체에 대한 평가이므로 경보 자체만의 실험이 필요 

- 만약 경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실험과 같이 평가한다 해도 Issue 

5에서 요구하는 모든 현안을 평가하기는 힘들고 단지 디브리핑이나 프

로토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파악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잇을것으로 판

단됨. 따라서 여기서 요구하는 현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보자체만

의 평가가 바람직함

현안 6 : Interpretation and Planning using Workstation Display 

- WS display가 운전원의 상태해석과 계획을 지원하는가

- 디스플레이 내용(display Contents), formats, 기능적구성 및 물리적 구

성 등 평가, 

- AP-600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경보메시지를 피 실험자에게 제시(몇가

지 중요한 변수에 대해 현재의 초기상태도 설명)

- 사건의 진행상태에 대한 몇가지 화면에 대한 snap-shot를 보여주고 

피실험자에게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른 정보를 찾아보고 판단하게 한다.

  여기서는 디스플레이의 구성. 포맷, 및 내용등에 집중되므로 경보디스플

레이 및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나 워크스테이

션 디스플레이 및 경보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7, 8, 12, 13, 14 수행시 평

가할 수 있음. 

현안 7 : Interpretation and Planning During Single-Fault Event Using 

Alarms, Displays, and Procedures

  단일고장 사건에 대해 운전원이 경보, 절차서, 디스플레이 및 제어기등

을 사용하여 적절히 대처하는가 

- 특정한 HMI resource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시스템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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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평가형태이므로 Validation(검증) 수행시 단일고장 시나리오를 선정

하는 형태의 업무임(시나리오 선택의 문제)

- 각 개인에 대한 성능평가, 그러나 실험은 운전조를 사용함

현안 8 : Interpretation and Planning During Multiple-Fault Events 

Using Alarms, Displays, and Procedures

- 다중고장 사건에 대해 통합적인 HMI가 운전원을 잘 지원하는가

- Knowledge based behaviour을 잘 지원하는가의 문제, 특히 진단이 복

잡한 경우에 잘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는가를 평가

- Issue 7과 같은 형태의 실험, 단지 복잡한 시나리오(다중사고)시 운전

원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험방법은 같음. 시나리오 선택의 문제

임

- 따라서 현안 7과 8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validation시 다양한 시나

리오를 채택함으로써 cover할 수 있음.

- 각 개인의 성능평가이지만 실험은 운전조를 사용함.

현안 9 : Interpretation and Planning by Crew During Multiple-Fault 

Events Using Alarms, Displays, and Procedures

- 현안 8과 같은 실험이지만 평가는 각 개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운전

조에 두므로 Isuue 7, 8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되 운전조 성

능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평가척도가 준비되어야 함. 

- 고려사항 : Validation 실험으로 수행하되 Crew를 평가할 수 있는 척

도가 준비되어야 함.

현안 10: Interpretation and Planning by Crew During Severe  Accidents 

Using Alarms, Displays, and Procedures 

- 중대사고 생략

- DB Accident와 다른 사고를 조합하여 Severe Accident를 가상할 수 

있지만 TSC 지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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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11 : Simple Operator-Paced Control tasks 

- 운전원이 긴급한 시간을 요하는 상황(time compress)에서도 제어기에

서 수행할 수 있는 “on/off", set-point control, tunning, auto/manual 

mode 선정 등과 같은 다양한 조치가 수행 가능한가

- 시간압박 상황하에서도 운전원이 제어기를 워크스테이션상에서 선정

하고 제어수행에 따른 피드백이 잘 제공되는가 → 절차화된 운전절차 

(rule-based 제어 , skill-based 제어 평가) 따라서 실험수행시 운전원

에게 사고 상황과 어떤 제어기 조작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려준 상태

에서 제어기 평가

- 운전원이 해석 및 계획(진단)이 필요한 실험과는 구분하여 평가가 필

요하며 기능적 평가이므로 단순하지만 중요한 현안으로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함이 필요함

- 또한 제어기만의 평가가 아니라 WS, SC, CPS의 통합평가, 즉 운전원

이 제어조치를 수행하는데 Ergonomics 측면에서의 제어기 설계의 적

합성, Display와의 조화 절차서와의 조화등을 평가한다. 

현안 12 : Conditional Operator-paced Control Tasks

- 제어수행을 위한 사전, 사후 조건 만족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지

- 제어기 자체의 평가보다는 LDP, SC의 조화문제 (WS, LDP가 정보를 

잘 지원하는지)

- 제어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진단이나 조건 만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

하는 작업에 대해 충분히 지원하는지 평가하는 현안이므로 Issue 7, 8

과 같이 평가하여도 무방함

- Issue 12~15까지의 제어기 평가는 경보를 제외한 LDP, WS, CPS와 

SC의 조화문제를 다룸. 

- 즉 Issue 7, 8과 같이 평가시 시나리오의 선택에 따라 동시 평가할 수 

있음(조건만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나리오)

현안 13 : Control Using Multiple, Simultaneous Procedure

- Issue 12와 같은 평가성격이지만 다중의 절차서를 사용하는 경우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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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나리오 선택의 문제임. 다만 이때는 다중의 절차서에 따라 SC 및 

WS를 통하여 제어기를 선택하고 제어행위를 수행할 때 조화가 잘 되

는가의 문제점 평가임. 

- Issue 12와 다른 점은 다중의 절차서를 사용할 때의 조화문제를 평가

하므로 운전원에게 다중사고의 내용을 알려주고 다중 절차서를 사용해

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무방함.

- Issue 12는 판단문제가 있으므로 Interpretation & planning 현안에 포

함시켜 평가하여도 무방함. 

현안 14 : Event-paced Control 

- Issue 13과 같은 성격의 실험임, 

- Issue 13과 같이 평가할 시 시나리오의 선택에 달려있음.

- 실험시나리오 선택시 발전소의 동적 변화가 빠른 것을 선택하던지, 

두 가지 공정(빠른 것과 느린 것)을 동시에 제어하는 행위를 포함시키

면 됨.

- Issue 13과 14는 제어기 자체의 평가 및 WS 및 CPS와의 조화문제를 

평가하므로 운전원에게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

람직함.

- Interpretation & Planning 단계의 평가실험과 혼합하여 실험할 시, 피 

실험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 던 못하 던 간에 사건을 판단하게 

한 후, 시뮬레이터를 freeze하고 snapshot을 잡아서 Issue 13이나 14의 

현안을 평가하도록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음. (동시에 평가할 수 있음)

현안 15 : Control tasks Requiring Crew Coordination 

- 제어행위에 대해 운전조(crew)의 협업이 잘 지원되는가의 평가이므로 

운전조가 협업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선정함

- 운전원이 발전소 상태의 해석이나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Issue 

13, 14 평가시 협업을 하도록 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Crew 협업도 

동시평가 가능

- 따라서 Issue 13, 14, 15는 동시평가 가능함. (운전원이 어떤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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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무방하므로 실험방법 측면에서는 같고 

시나리오 선택상의 문제이므로 동시 평가가 가능함)

- 진단과 계획이 들어가는 현안과 묵어서 평가시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평가 가능(같은 시나리오를 사용하지만 진단과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시나리오의 전반 시간과 제어기를 평가하기 위한 후반시간으로 구분

하여 평가)가능함. 

  표 2.1.4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낸 예를 나타낸 것이다. 이

상과 같은 평가현안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직무의 복잡성)에 

따른 평가현안 분류를 같이 그룹화하고, 운전행위가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현안들을 통합하 다. 또한 평가현안에 관계되는 HMI Resource가 

거의 동시에 사용되는 현안들을 그룹화 다. 단 HMI 특성 및 기본개념을 

평가하는 현안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그

룹핑하 다. 이런 원칙하에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그룹핑된 평가그

룹의 결과는 표 2.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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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평가현안 분석 예

No. Issue
평가특

징

대상 HSI 및 

주요쟁점

시나리

오 특성
평가고려사항 비고

Issue 1

Passive 
Monitoring 
of 
Overview 

Displays

L D P만

을 대상

  LDP

- 설계초기 단
계에서의 데
이터 포맷, 
타입의 적절
성

-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 중요한 정보
에 효과적으
로 운전원의 
주의를 끌 수 
있는가의 코
딩, 포맷, 그
룹핑의 적절

성

다양한 
발전소 
상태

. 플랜트 상태 및 
시스템의 가용성 
유지에 필요한 정
보를 어느 범위까
지 둘것인가(설계
변수와의 선정과 
관계가 됨) 즉, 중
요사건(안전에 
향을 미치거나) 및
power production
에 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가용성 
유지에 대한 운전
원의 상황파악도 
유지를 위해 필요
한 정보의 선택적
인 문제는 충분한 
운전원의 의견을 
반 하여 선정하

여야 함.
. 현 AP-600에서는 
기본 설계가 이루
어지기 전에 여러 

설계대안을 평가

APR1400에서는 1개의 
설계대안에 대해 평가
를 수행하여야 함. --> 
LDP만 사용하는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도 현
재 설계의 정량적인 
절대적 평가는 어려

움.  
따라서 LDP를 사용하
는 다른 현안을 평가
할 때 LDP를 통한 시
스템의 정확하고 빠른 
파악정도를 간접적으
로 평가. (효과적인 설
문이나 디브리핑을 통
하여 간접적으로 LDP
의 문제점을 평가하거
나 및 상황파악에 얼
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에 대한 평가) 

Issue 2

Directed 
Search for 
Information 
with the 
Workstation 
Displays 
based on 
the HMIS 
Overview 

Displays

LDP 
로부터 
시작하
여 
WS상의 
정보를 
선택하
는 
행위를 

조사함

․LDP & WS 
display 
navigation 

(specific)

․LDP로부터 
시작하여 
상세정보를 
워크스테이션 
디스플레이에
서 잘 찾을수 
있는가 -> 
정보구성에 
적합한 
효과적인 
Navigation 

방법
- LDP와 
Workstation

의 조화
- 정보탐색을 
위한 
효과적인 
탐색방법 
제시 
(디스플레이 
정보그룹핑 
및 구성과 

관계가 있음)

LDP와 
WS 연
계 활용
하여 정
보를 찾
아야 하

는 상황

․척도의 문제점

- 상세 정보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과 
사용 Display 수
를 척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절대적 
평가는 어려움

- 시간은 어떤 상황
발생시 시스템의 
변화가 다른 시스
템에 향을 미치
기 전까지 조치를 

취하면 
  acceptable로 간
주하지만 사고의 
형태가 다르므로 
어느 정도 까지 
시스템의 반응에 
대처하는가를 정

의하기 어려움
- 여러 다양한 시나
리오를 수행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시간이라는 척도

는 의미가 없음

WS Display를 사용하
는 다른 실험시 간접
적으로 평가 가능(“모
든 정보는 2 step 으
로 찾을 수 있음”이라
는 요건 위배시 운전
원과의 debriefing을 
통해 문제점 파악-예 : 
시스템 그룹핑 문제, 
LDP와 Workstation 

설계의 부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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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평가현안 그룹핑 

현안 번호\그룹 

A 

그

룹

B 

그

룹

C 

그

룹

D 

그

룹

E 

그

룹

Detection 

&  

Monitoring

1. Passive Monitoring of Overview Displays

2. Directed Search for Information with the 

Workstation Displays based on the HMIS 

Overview Displays

3. Directed Search for Information with the 

Workstation Displays based on a Request

4. Maintaining Crew Awareness of Plant 

Condition

5. Detecting and Understanding Disturbance 

using Alarms

Planning 

& 

Diagnosis

6. Interpretation and Planning using Workstation 

Displays

7. Interpretation and Planning during 

Single Fault Event using Alarms, Display, and 

Procedures

8. Interpretation and Planning during 
Multiple-Fault Event using Alarms, Display, 

and Procedures

9. Interpretation and Planning by Crew during 

Multiple-Fault Event using Alarms, Display, 

and Procedures

10. Interpretation and Planning by Crew during 

Severe Accidents using Alarms, Display, and 

Procedures

Control

11. Simple Operator-Paced Control Tasks

12. Conditional Operator-Paced Control Tasks

13. Control using Multiple, Simultaneous 

Procedures

14. Event-Paced Control Tasks

15. Control Tasks Requiring Crew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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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평가 수행 및 분석

가. 대형정보 판넬의 수동적 감시

  본 연구는 1999년도에 APR1400 LDP의 초기 설계 시 평가가 수행되었

으며, 본 연구의 실험을 위하여 현재 광원자력발전소에서 운전하고 있는 

6명의 운전원을 피실험자로 활용하 으며 실험환경은 현재 한국전력기술

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 동적 mockup(가변표시장치가 없는 1/2 크기

의 LDP, 및 4대의 CRT 및 4대의 소프트제어기를 갖춘 RO 워크스테이션 

1대)을 이용하 다. 그리고 본 실험에 사용된 척도는 작업부하, 상황파악

도(situation awareness), 운전원 행위관찰 및 설문서이다. 작업부하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NASA-TLX를 이용하 으며 상황파악도 측정은  

SACRI를 사용하 다. 그리고 대형정보판넬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구

조화된 41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서를 사용하 고 운전원 행위관찰은 

피 실험자에게 현재 관찰하는 변수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구두로 이야

기하게 하여 옆에서 실험자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운전원의 행위를 기록하

다. 이들 행위기록으로부터 운전원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오류를 분석

하 다. 

(1) 실험계획 

  본 실험의 주요 목적은 차세대원자로 중앙제어실에 설치되는 대형정보

표시화면(이하 LDP : Large Display Panel)이 Passive Monitoring을 적절

하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있다. 

   Passive Monitoring은 운전원이 정보를 탐지하고 감시하는 활동 중에

서 VDU(Visual Display Unit)기반의 첨단 제어반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통하여 화면순항(display page navigation)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고 현재 CRT에 나타나 있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발전소 상황을 파악하

고 감시하는 직무형태를 말한다. 즉 APR1400의 LDP는 운전원이 정보를 

찾기 위해 화면순항이 필요 없는 고정된 형태의 디스플레이 정보를 제시

하고 있으므로 운전원이 LDP를 감시하는 운전행위는 전형적인 passive 

monitoring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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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분하여 다음과 같은 운전행위도 passive monitoring이라 정의한다. 

- 디스플레이 시스템(CRT)의 정보순항(navigation)이 없이 수행되

는 감시

- 현재 디스플레이 화면에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정보 감시

- 제어행위 수행 후 제어행위 결과를 확인하기 LDP를 쳐다보는 

경우(제어행위 결과(feedback)정보의 확인

- 현재 제어중인 운전상황과 무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LDP를 

쳐다보는 경우(예 : CRT와 제어기를 이용하여 출력감발 운전 중

에 출력감발과 상관없는 경보가 발생하여 운전원이 정보를 확인

하기 위해 LDP를 주시하는 경우)

- LDP를 통한 주기적인 상황감시

- 교대 근무시에 LDP를 통한 절차화된 정보 감시 

   LDP는 발전소의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수 없는 크기의 제약 

때문에 발전소의 전체적인 상황을 운전원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변

수 및 기기의 선정(정보제공의 적절성)부터 인간공학적/인지공학적인 요소

(판독성, 가시성, 접근성 등)를 고려한 화면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LDP를 통한 탐지 및 감시행위가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passive 

monitoring이라는 것은 LDP의 기본적인 기능특성이므로 passive 

monitoring을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LDP가 

운전원의 상황인식에 얼마나 잘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Hollnagel에 의하면 주로 LDP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경

우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상황으로 나타났고 LDP 사용으로 SA를 증가시

킨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한다 또한 운전원 성능측면에서 볼

때에, LDP는 운전원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이러한 의사소통중에 운전원은 LDP의 공정, 규약(legend)등의 

개념이 이해하기에 어려웠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LDP

와 워크스테이션 디스플레이 표현의 적절한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운전원이 발전소 상태의 지식을 얻는 동안 

- 설정한 목표에 목표성취를 감시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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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계층화를 설정하는 동안

- 목표를 조정/할당하는 동안

- 관련된 절차서 및 제어기나 디스플레이 화면을 찾는 동안

- 공정이나/기능을 감시하는 동안

- 외부적인 요구나 운전원 자신의 경정에 따라 탐지하거나 관찰하

는 동안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상과 같은 운전원의 작업행위에서 APR1400의 

LDP가 발전소 정보상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운전원의 상황인

식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2) 실험가설

  가설은 변수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수단으

로서, 인간공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독립변수), 혹은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기술이다. 귀무가설은 검정의 대상

이 되는 가설로 대개 H0로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각 실험처리조건의 특정 

모수의 값을 정하는 형식으로 쓰인다.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에 상반되는 가

설로 대개 H1으로 표현한다. 이들 가설에 대한 검정은 실험결과로부터 얻

은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통계량이 귀무가

설에서 정한 모수의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일반적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은 연구가설을 뒷받침하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LDP가 passive monitoring을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설

계되었다”　라는 연구가설을 세우고 통계적 가설로써 다음과 같은 귀무가

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 다.

- 귀무가설(H0) :　LDP가 passive monitoring을 적절하게 지원하도

록 설계되지 않았다.

- 대립가설(H1) :　LDP가 passive monitoring을 적절하게 지원하도

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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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설계(Experiment Design)

(가) 피 실험자 선정 

  실험에 참가하는 피 실험자는 차세대발전소와 유사한 광 3,4호기 원자

력발전소 발전소 계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어실 운전경험자나 현재 원

자로 계통(RO) 및 2차 계통(TO)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원으로 

원자로 조종사 및 원자로 선임조종사 면허를 가진 자로 본 연구에서는 6

명의 운전원을 활용하 다.  

      

(나) 실험 시나리오

  LDP는 운전원이 워크스테이션 디스플레이의 적극적인 탐색없이 시스템

의 가용성이나 발전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의 요건은 LDP를 통하여 운전원이 발전소의 상태나 

조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실험시나리오에는 발전소의 정상, 비정상, 비상

상태를 포함하는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각 시나리오에 대해 운전

원이 확인하기 위한 발전소 상태의 표시는 시나리오 개발시 미리 규명되

어야 한다. 따라서 LDP가 운전원에게 발전소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

게 제공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o 발전소의 대부분 상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정상, 비정상, 비

상사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o 운전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한다

  - 규칙기반 운전(절차서에 나오는 운전)

  - 지식기반 운전(절차서에 나오지 않는 운전)

o 변수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와 서서히 유발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o 단순사고와 복합사고를 구분하여 구성한다.

o 운전원 행위모델의 포함정도를 구분하여 구성한다

  - 탐지 및 감시 (Monitoring and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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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 및 진단 (Interpretation/Diagnosis)

  - 계획 (Planning)

  이상과 같은 요건과 현재 차세대 제어반 설계의 한계사항을 파악하여 5

개의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다) 척도(measure)설정

  운전원이 발전소의 상태나 조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 는지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척도를 선정해야 한다. 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시간을 

이용한 운전원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

격을 가진다. 

 - 반응시간 (Reaction Time) : 운전원에게 조치를 요하는 사건(event)의 

시작과 요구한 반응을 시작하는데 경과한 시간을 말한다(AIAA, 1992; 

Meister, 1985). 초기의 자극은 경고소리(warning tone)과 같이 운전원

이 직접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반응은 버튼을 누

르다든지, 구두보고(verbal report)와 같은 운전원의 동작을 말한다. 반

응 시간은 어떤 주워진 시간 한도 내에 시스템이나 직무가 운전원에게 

반응을 요할 때 유용하다. 그러나, 반응시간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는 불가능하다. 운전원이 이상상태(malfunction)를 진

단했는데도 명백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 convert response의 경우는 반

응시간의 시작을 규정짓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는 운전원이 

제어동작을 취한 후에야 측정이 가능하다.

- 기간 (Duration) : 기간은 자극의 시작부터 직무완성까지의 경과 시간이

다. 직무기간은 여러 task가 함께 작동하거나 서로 겹치게 된다면 조작

상으로 정의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척도의 특징과 다음과 같은 운전원의 행태

를 고려하여 척도를 정의하 다.  

- LDP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상세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나 조치를 취

하기 위해 CRT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운전원이 정

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접근하 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 LDP상으로부터 상황판단이 정확하다면 한번 내지 두 번에 관련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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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하여 제어조치를 수행한다. LDP로 부터의 상황판단이 정확하

지 못했다면 일단 화면에 접근하지만 여러번의 화면탐색과 LDP의 재 

확인등과 같은 화면탐색 과정중에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가정한다.

- 처음 수행한 운전원 조치가 정확하지 않았다면 상황판단 오류로 간주

한다.  

   ⓐ 반응시간 : LDP에서 정보를 보고 상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거나 

조치를  취하기 위해 CRT 화면정보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시점.

   ⓑ 운전원 화면탐색 수 : 운전원이 정확한 제어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CRT 화면에 접근하기 위해 순항하 던 디스플레이 수

   ⓒ 오류(error) :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제어조치 

   ⓓ 상황파악도 (Situation awareness) 

   ⓔ 작업부하 (Workload)

(라) 예비실험 

    예비실험의 목적은 선정한 척도가 적절한지, 실험지시를 피실험자들

이 잘 이해하는지, 실험 장치는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장비, 실험 진행

상의 문제점, 수행 작업상의 문제점, 피실험자가 느끼는 애로사항을 점검

하고 예비실험의 결과를 분석해서 실험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결과인지를 

확인 등 전반적인 실험에 관한 사전조사(Pretest)를 하기 위함이다. 이 과

정에서 부적합하거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계획 단계에서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반복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LDP가 passive 

monitoring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실험방법을 설정하 다. 

         ① 수행도 간접 측정방법 

   이 방법은 피 실험자는 LDP이외의 HMI 기기를 보지 않고 LDP상

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반에서 운전을 대행하는 운전원과의 대

화를 통하여 사고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게 한다. 만약 피 실험자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 다면 운전을 대행하는 운전원에게 정확한 조치를 지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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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실험방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은 피 실험자가 조치할 모든 제어

기 및 구성요소(펌프나 밸브의 이름)의 기억에 한계가 있으므로 피 실험

자가 운전원에게 조치할 정확한 펌프나 밸브의 이름을 지시하는 대신 어

떤 기능을 수행하라고 지시한다면 제어반상의 운전원이 정확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어야한다. 또 다른 방법은 피 실험자가 P&ID 도면을 제공하여 

조치할 요소를 확인한 다음 운전원에게 지시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제어반에서 운전을 대신하는 운전원은 피 실험자가 변수확인

을 요하거나 요청하는 직무이외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정보

도 제시해서는 안된다. 

 ② 수행도 직접 측정방법 

   이 방법은 피 실험자가 LDP를 포함한 모든 HMI를 사용하여 운전한

다. 운전원이 운전하는 동안 LDP가 운전원에게 상황을 판단할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여 passive monitoring을 잘 지원하는지 평가한다. 이러한 실

험방법은 피실험자의 운전행위가 LDP를 통한 상황인식이 충분했는지 정

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정의한 passive monitoring 순간을 잘 포착하여 

실험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설정한 척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가능성과 LDP를 효과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기 위해 위와 같은 2가지 예비실험을 수행하 다. 

미비한 실험측정 장비로 인한 APR1400-mockup 상에서의 정확한 판단에 

대한 반응시간 측정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 실험데이타는 상황인식도, 작

업부하, 운전원 행위 관찰 및  LDP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구조

화된 설문서 평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하 다. 그리고 실험방법은 

수행도 간접측정 방법으로 정하 다. 

      (마) 피 실험자 훈련

    피 실험자에게는 LDP에 표시되는 각 심벌에 대한 교육 및 CRT 화

면구성 및 제어수행 방법 등 화면설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실험의 시

작과 수행 등에 관련하여 피실험자의 임무를 주지시켜야 하므로, 피실험자

에게 실험의 개요, 실험장비의 구성 및 기능, 임무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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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한다. 그리고 APR1400 HMI에 대한 설명자료가 피실험자에게 미

리 제공되어 피 실험자가 익숙해지도록 하고 또한 실제의 실험에 사용할 

APR1400 제어반 Mockup상에서 HMI 구성 및 사용방법에 완전히 숙지하

도록 한 후 피 실험자의 숙지정도의 정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특히 상세

정보 및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의 포함여부 및 위치에 

대한 CRT 화면구성에 대해 피 실험자가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훈련을 한

다. 

   

(바) 실험계획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모든 피실험자들이 할당되는 

Within-subjects Design을 이용한다. 본 실험에서는 시나리오의 종류에 따

라서 종속변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종류를 블록변

수로 설정하 다. 

(사) 데이터 수집

   자료수집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수정된 본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다. 이

때 자료수집은 실험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획에서 결정된 적절한 통제

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조

사해야 한다. 설정한 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료는 발전소 상태 및 주요변

수 기록, 오디오/비디오 기록, 작업부하 및 상황파악도 평가를 위한 설문

서 및 LDP HMI에 대한 설문을 통해 수집하 다. 

(아) 실험결과 및 결론

  분석에 대한 해석이 연구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결과 

분석의 해석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 연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야 한다. 또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연구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전개된 가설 검증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다. 

  ① 운전원에 대한 LDP HMI에 관한 설문 평가 결과



- 60 -

  LDP HMI 사용성에 대한 운전원의 의견을 묻는 41개 문항에 대한 운전

원의 응답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양분하여 정리한 결과 다

음과 같았다.

  • 긍정적인 응답

- LDP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이해도 

- LDP에 심볼의 학습성, 이해도

- LDP의 운전원 대화 지원도

- LDP 심볼, color와 WS 심볼, color와의 일관성

- LDP 정보의 진단, 진단후 조치, 안전운전, 전반적 유용성

- LDP 심볼, 약어 일련번호 사용의 일관성

- LDP 표시 색상 만족도

- LDP 정보변화의 즉각성 및 WS와의 동시성

- 그래픽 정보 변화의 의미 이해도

- 색상 변화 의미 이해도

- LDP 상의 계통 이해도

- LDP 정보의 WS code 와의 연관성

  • 부정적인 응답

- 경보의 분별성

- LDP와 WS 계통도 연관성 및 일관성

- 시나리오의 난이도

- LDP 계기 수치의 진단유용성

- LDP 계기 수치변화의 인지도, 의미 이해도

- LDP의 peripheral view 역할

- 임무수행에 대한 운전원의 만족도 

- LDP 하위체계 구성논리 이해도

- LDP alarm의 WS alarm 또는 alarm pane과의 일관성

- LDP 표시 정보의 통합성

- 표시 정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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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상의 WS navigation 위치 표시성

- WS 주시 중 peripheral view에 의한 LDP 정보변화 의미 이해도

- WS 주시 중 peripheral view에 의한 LDP의 발전상태 표시 이해도

- LDP 계기 수치 변화에 의한 발전소 미래 상태 추정도

- LDP 상의 계통간의 연관관계 이해도

- LDP 상의 정보의 구두 표현성

  41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정리 하기 위해 응답의 상관관계에 따

라 상관관계가 높은 응답을 요인으로 묶어 추출하는 분석 (요인 분석)을 

수행하 다. (단 이 분석은 동일 실험을 여러번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 다.) 추출된 7개의 요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요인 1: WS 주시중 곁눈질로 파악된 LDP 상의 정보변화의 의미가 쉽

게 파악되지 않는 특성

요인 2: LDP 상의 color 사용과 WS color 사용의 일관성

요인 3: 현재의 LDP에 익숙해져 있음 

요인 4: WS 상의 정보변화에 대응하여 LDP 상의 정보변화가 즉시 이

루어짐 

요인 5: LDP 상의 1차측 (또는 2차측) 변화를 주시할 때 발생되는 2차

측 (또는 1차측) 변화가 곁눈질로 쉽게 파악되지 않음

요인 6: LDP 상에 표시된 각 계통의 상태는 한눈에 파악됨 

요인 7: LDP 에서 각 계통간의 연관관계는 한눈에 파악되지 않음

  운전원의 LDP HMI에 대한 평가를 빈도분석 및 요인 분석항 결과를 종

합하면 운전원들은 LDP의 피상적 구조 (심볼, 색상, 전체적 계통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었고 LDP의 심층적 구조 (계통도 하위 체계, 계기

수치, 타 시스템과의 연관성, 정보통합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 다. 

  ② NASA TLX에 의한 workload 측정결과

  6명의 피실험자가 5개의 시나리오 각각을 수행하고 난 후 NASA TLX

에 의한 방법으로 workload 를 측정한 결과에 대한 이원배치 분산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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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표 2.1.6과 같다.

표 2.1.6 운전원의 workload 에 대한 분산분석표

1564.433 9 173.826 1.003 .469
1132.300 5 226.460 1.307 .301

432.133 4 108.033 .623 .651
1564.433 9 173.826 1.003 .469
3465.867 20 173.293
5030.300 29 173.459

(Combined)
subject
scenario

Main Effects

Model
Residual
Total

nasa tlx
workload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Hierarchical Method

ANOVAa

nasa tlx workload by subject, scenarioa. 

  운전원의 작업부하는 운전원에 따라서 또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림 2.1.6). 작업부하의 평균치 변화는 표 2.1.7과 같다.

  Workload 시나리오에 대시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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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시나리오에 대한 각 피실험자의 workload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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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NASA TLX workload 점수의 피실험자별, 시나리오별 평균치

66.8000 5
74.6000 5
64.0000 5
77.0000 5
58.8000 5
68.6000 5
69.3333 6
62.6667 6
69.5000 6
66.0000 6
74.0000 6
68.3000a 30

scenario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Total
1
2
3
4
5
Total

subject
1
2
3
4
5
6
Total

Mean N
nasa tlx workload

Cell Means b,c

Grand Meana. 

nasa tlx workload by subject, scenariob. 

2-way and higher means are not
computed due to the limit on maximum
order interaction.

c. 

  상기 결과로부터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의 작업부하는 어느 정도 균질

하게 설정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림 2.1.6에서 보면 운전원이 받은 작업부하

는 운전원에 따라 시나리오의 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③ SA score에 대한 분석

  6명의 피실험자가 5개의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DP 상의 정보

를 통해 알게 되는 발전소 전반적 상태에 대한 Stuation Awareness 정도

를 SACREE 방법에 의한 점수(A)로써 측정하 다. 각 시나리오에서의 

SA 측정은 발전소의 운전 dynamics가 거의 없는 정상운전 상태에서 1번, 

mulfunction 입력에 의해 운전 dynamics가 일부 들어가는 상태에서 1번, 

운전원의 진단후 조처가 이루어지는 복잡한 운전 dynamics 상황하에서 1

번, 모두 3 차례 측정되었다.

  실험계획으로는 운전원X시나리오X운전dynamics의 3원배치방법을 사용

하 다. 3원배치분산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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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SA 점수에 대한 분산분석표

Dependent Variable: SA score#1

1.367
b

49 2.790E-02 1.254 .232 61.441 .869

70.540 1 70.540 3170.074 .000 3170.074 1.000
6.497E-02 5 1.299E-02 .584 .712 2.920 .193

.132 4 3.300E-02 1.483 .226 5.931 .417

.507 2 .253 11.390 .000 22.780 .989

.413 20 2.064E-02 .927 .559 18.548 .544

.148 10 1.482E-02 .666 .748 6.662 .290

.102 8 1.279E-02 .575 .792 4.600 .228

.890 40 2.225E-02
72.798 90

2.257 89

Source
Corrected
Model
Intercept
SUB
SCEN
FREEZE
SUB *
SCEN
SUB *
FREEZE
SCEN *
FREEZE
Error
Total
Corrected
Total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Noncent.
Parameter

Observed
Power a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Computed using alpha = .05a. 

R Squared = .606 (Adjusted R Squared = .123)b. 

  분산분석표를 보면 SA 점수에 향을 미친 유의한 요인은 운전 

dynamics (Freeze)에 의한 것 뿐이고(p=0.000) (그림 2.1.7, 그림 2.1.8) 그

밖의 피실험자, 시나리오, 기타 교호작용에 의한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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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운전 dynamics에 대한 SA 점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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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Marginal Means of SA sco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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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운전 dynamics에 대한 평균 SA변화

SA scores on scenario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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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각 실험자별 시나리오에 따른 SA 변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운전원들은 LDP를 통해 정보를 받아 

발전소 운전 상태에 대한 인지도를 유지하는데 운전변수의 dynamics 에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운전변수의 변화도가 커지면 정상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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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서 유지하던 발전상태에 대한 인지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LDP의 

HMI관점에서 평가한다면 LDP의 HMI는 운전변수 변화에 따른 운전원의 

발전상태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충분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④ 운전성능 분석

  6인의 운전원이 각각 5 시나리오에 대해 수행한 총 30회의 운전 시행에

서 시나리오별 운전원의 행위오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시과정에서의 오류는 (1) 일부변수를 빠뜨리는 오류 (2) 뒤늦게 중요

변수를 확인하는 시간지연오류 (3) 변수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 현상이 나

타났고 이들에 대한 발생 사례는 누락오류가 30시행 중 17시행, 시간지연 

오류는 30시행중 3시행, 변수 잘못해석 오류는 30시행 중 4시행에서 발생

되었다. 운전원이 특정 변수에 주의를 집중한 나머지 중요변수를 간과하는 

tunnel vision 현상은 30 시행 중 4 시행, 감시과정에서 시간압박을 받은 

사례는 30시행 중 2시행 있었다.

  진단과정에서의 오류는 (1) 뒤늦게 진단하는 오류, (2) 초기에 잘못 진

단했다가 나중에 진단을 수정하는 사례, (3) 전혀 진단하지 못했거나, 틀린 

진단을 한 사례, 및 (4) 진단을 정확히 했지만 운전원 자신이 진단에 확신

이 없는 사례로 나눌 수 있다. 진단에서의 시간 지연 오류는 30시행 중 3

시행, 진단 수정 사례는 30시행 중 3시행, 진단 실패사례는 30시행중 5 시

행, 진단 불확신 사례는 30시행중 2번 있었다.

  조처과정에서의 오류는 (1) 적절치 못한 조처와 (2) 순간적 부주의로 인

한 앗차사고 성격의 잘못된 조처가 관찰되었는데 각각의 발생사례는 30번 

시행중 1번씩 있었다. 운전후 debriefing 과정에서  운전원이 <표 29>와 

같이 LDP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는데 총 30 시행 중 (1) 

경보 추가 3건, (2) 추세정보 필요성제기 2건, (3) 경보의 blinking 요구 1

건, (4) 계기 추가 요구 2건이 있었다. 

   운전원의 운전경력과 운전오류와의 비교결과 특별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운전원 오류의 상세원인으로 지적된 사례는 (1) 경보부족이 8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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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nel vision 현상이 6건, (3) 계기의 추세정보 부족이 3건, (4) 계기 부족

이 3건,  (5) 운전경력 부족이 2건, (6) 경보설계 잘못이 2건, (7) LDP 상

의 정보탐색 어려움 1건, (8) 경보의 폭주 1건, (9) 경보 위치 잘못 1건, 

(10) 시간압박 1건 등이다.

나. Event-paced Control Task의 실험평가

  1차년도에 수행된 실험으로 초기설계 단계에서 소프트제어기의 문제점

을 평가하여 설계에 반 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 실험계획

(가) 실험시나리오

  Event-Paced Control Tasks 현안에 관한 실험을 위해서는 운전원이 발

전소 프로세스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제어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

는 실험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실험시나리오는 가능한 운전원의 제어직무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차세대원전 주제어실 HMI의 활용이 빈번하게 요구

하여 실험데이타의 sample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능한한 진단과 같은 운전원의 의사결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운전원의 수행도 척도인 시간이나 성공여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유리하다. Event-Paced Control Tasks 현안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시나리

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  가능한 많은 event-paced control tasks가 실험시나리오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운전원의 진단활동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빈도 및 파급효과(이상경로로의 우회나 우발적인 

종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야 한다

-  각 실험시나리오에 대한 운전원의 운전경로가 확정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즉, 운전원이 정해진 운전경로에 따라 운전하도록 실험시나리오

가 작성되어야 한다.

-  각 실험시나리오는 다수의 사건을 포함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실험시

나리오는 다수의 malfunctions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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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실험시나리오는 비현실적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하며, 전력연구원 

Mockup에서 수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각 실험시나리오에 대해 사건의 개요와 더불어 시간대별 발전소증상, 

관련 malfunctions 및 실험자의 임무, 운전경로 등이 정의되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력연구원 Mockup및 운전경험자에 의해 확정되어

야 한다.

-  실험시나리오의 개수는 4-6개로 하며 각 실험시나리오의 수행시간은 1

시간 내외로 한다. 이는 하루에 한 실험조의 실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실험척도로 성공여부와 함께 시간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각 실험시나리

오에 대해 Time-Window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me-Window를 

작성하는 것은 실험자의 평가를 보다 정 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또한 

실험데이터의 분석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각 실험시나리오에 대한 Time Window는 실험시나리오 

개발과 병행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실험시나리오가 KAERI-ITF에서 작성

된 후 최종적으로 실험환경인 전력연구원 Mockup에서 확정되는 것과 마

찬가지로, Time Window역시 KAERI-ITF를 기준으로 작성된 후 최종적

으로는 전력연구원 Mockup에서 시연 후 확정되어야 한다. 만일 실험시나

리오가 두 개 이상의 운전경로를 포함하고 있다면 각 운전경로에 대해서 

Time Window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적인 제약과 전력연구원 HMI의 준비 등의 문제로 인해 상

기한 요건을 만족할 수 없었다. 전력연구원 Mockup 에서 구현된 HMI를 

중심으로 수행가능한 실험시나리오를 위주로 운전원의 제어조작을 포함하

도록 설계한 실험시나리오는 총 3개 으며 Time-Window는 작성하지 않

았다. 

(나) 피실험자 및 훈련

  현재 상업운전중인 광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 5명을 

피실험자로 하 다. 피실험자는 차세대 주제어실과 같은 단순화된 워크스

테이션(compact workstations)에서 운전을 수행한 경험이 없으므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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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피실험자에게 차세대 주제어실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자료는 전력연구원에서 준비하 고 실험을 실시하기 하루 전에 

이를 활용하여 교육하도록 하 다. 

(다) 실험 진행방식

  이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원은 이상상태를 감지하고 이를 해석하여 

운전조치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보편적인 운전활동연쇄(operating 

sequence)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은 제어조작에 중점을 두고 있으

므로 운전원이 이상상태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등의 운전활동에 의해 의도

된 제어조작을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즉, 잘못된 진단의 결과로 

설정된 혹은 실험자가 예상한 운전경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런 경우 실험자는 원하는 실험데이타를 얻을 수 없으며, 실

험데이타 취득에 실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실험수행전에 미리 실험시나리오

를 알려주고 또한 운전원이 운전활동 혹은 제어조작을 시작할 시점을 알

려주는 방식을 활용하 다. 운전에게 미리 이런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 

실험데이타의 취득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2) 실험수행

  실험은 운전원이 HMI에 대한 훈련을 종료한 후에 수행하 다. 실험시

나리오를 구동하기 전에 운전원에게 실험자는 주입될 오기능(Malfunction)

과 그로 인해 발생될 상황을 설명하고 운전원의 운전직무 및 운전원이 제

어조작을 시작할 시점을 알려주었다. 실험시나리오 1과 2는 일차계통의 운

전을 요구하며 실험시나리오 3은 이차계통의 운전을 요구한다. 실험시나리

오의 구동전에 실험자는 HMI의 초기화면을 실험시나리오 1과 2의 경우에

는 이차계통으로 설정하 고 실험시나리오 3의 경우에는 일차계통의 화면

으로 설정하 다. 초기화면의 설정을 이렇게 한 이유는 운전원의 최초 제

어조작을 동일한 상황으로부터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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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중 수집하는 실험데이타는 비디오 카메라에 의한 제어조작의 녹화

테이프이다. 비디오카메라는 운전원의 좌우측에 설치하고 비디오 카메라의 

녹화 역은 Soft Controller화면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운전원이 Soft 

Controller를 이용하는 모든 제어조작은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 기록되도록 

하 다.  

(3) 실험데이타의 분석

  실험중 수집한 운전원의 제어조작은 비디오테입을 분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었다. 비디오 분석은 운전원의 제어조작내용 및 시간 그리고 사용한 

손가락 등이며 기타 특이한 운전조작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 운전소요기간 및 성공여부

  다음의 표 2.1.10은 운전원의 운전소요시간 및 목표달성여부(혹은 성공/

실패 여부)를 보여준다. 운전소요시간은 운전원이 최초로 제어조작을 시작

한 시점에서부터 시나리오가 종료된 시점(설정된 발전소 매개변수의 수치

에 도달한 시점)까지의 시간으로 산정되어 있다. 실험시나리오 3에 대해 

피실험자 3과 5는 원자로를 트립시켜서 운전목표달성에 실패하 으나 다

른 피실험자와 실험시나리오 조합에 대해서는 모두 운전목표달성에 성공

하 다.

(나) 운전경로 분석

  주어진 사고상황하에서 운전원의 제어조작 기록 내용은 제어조작시간, 

제어내용 그리고 사용한 손가락 등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로 피실험자의 운전경로를 조사하 다.

(4) 분석결과 및 토의사항

  운전원의 운전소요시간은 운전원의 진단결과로 인한 운전경로 이탈을 

방지하 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운전전략을 선택함으로써 편차가 

발생하 다. 그러나 그림 2.1.10-2.1.12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변동폭(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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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2*표준편차, 운전원의 운전전략이 상이함을 고려한다면 설정된 이 범

위는 유의하다)내에 모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즉, 운전원간의 운전소요

시간이 타 운전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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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시나리오 1에 대한 피실험자의 운전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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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 시나리오 2에 대한 피실험자의 운전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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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시나리오 3에 대한 피실험자의 운전소요시간

(참고: 피실험자 3과 5는 실패한 상태이므로 평균과 표준편차 계산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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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이 운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는 모두 실험시나리

오 3에서 발생하 는데, 잘못 설정된 운전전략과 훈련의 부족이 주요원인

으로 추정된다. 피실험자 5의 경우는 수위제어하기엔 역부족인 FIK-1113

로 증기발생기 수위를 제어하려고 하 으나 결국 수위를 제어하지 못하고 

원자로를 트립시켰다. 또한 피실험자 3은 현재의 실험환경에서는 구현되지 

않은 급수펌프의 구동제어를 시도하다가 수위제어를 실패하 다. 이는 실

험환경에 대한 훈련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또한 Soft Controller상에 제

어가능기기와 불가능기기의 표시가 운전원에게 그 의미를 확실히 전달되

지 못했다는 점도 실패에 기여하 다고 판단된다.

  Soft Controller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원이 사용한 손가락을 조사하 으

나, 사용상의 일정한 유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손가락의 피로에 인해 사

용하는 손가락을 변경하는 행위가 관찰되기도 하 으나 이는 일관성이 없

었으며, 또한 실험소요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손가락사용에 

대한 성급한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

다. 인간공학 현안평가 (그룹 B, D)

   2차년도에는 AP-600에서 도출한 15개의 설계현안을 동시평가할 수 있

도록 표 2.1.5처럼 5개로 그룹화한 것 중 그룹 B와 D에 대한 실험을 수행

하 고 실험데이터를 분석하 다. 

(1) 실험방법 및 실험데이타 수집안 

  그룹 B(Soft Control)에 실험을 실험 I, 그룹 D(LDP and Workstation 

(VDU))에 실험을 실험 II라고 하면 각 실험에 대한 피 실험자의 수는 표 

2.1.9와 같다.  실험 데이타를 수집하기 위해 실험 중에  FREEZE/ 

BREAK를 설정하는데 실험 I에는 운전중 BREAK를 설정하지 않으나, 실

험 II는 1번의 BREAK를 포함한다. 실험 II의 BREAK시점은 진단이 완료

되고 최초의 Control action이 수행되는 시점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이 

BREAK 시점은 실험시나리오 및 운전원 (계통운전원 혹은 SRO)의 행위

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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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9  각 실험에 대한 피 실험자의 수.

피실험자의 수 요구되는 피실험자

실험 I
피실험자 1인 

(RO 혹은 TO 1인)

실험시나리오에서 운전을 요구하는 계통(1

차 혹은 2차)에 따라 결정됨

실험 II

피실험자 3인 

(RO, TO, SRO로 

구성)

Interview는 진단의 수행도를 알기 위해 실험 II에서 정의한 BREAK시

점에서 수행되며, 또한 실험I과 실험II 각 실험시나리오 종료후 필요시 수

행한다. 실험II의 실험시나리오는 크게 AOP관련 실험시나리오와 EOP 관

련 실험 시나리오로 구분할 수 있는데, AOP 관련 실험시나리오의 경우에

는 사건이 발생한 계통을 담당하는 운전원이 Interview의 대상이며 EOP 

관련 실험시나리오의 경우에는 SRO가 Interview의 대상이다. Interview의 

내용은 Interview의 대상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계통이 무엇인지를 알

아내고 또한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따라

서 Interview의 시간은 매우 짧게 설정된다. 실험시나리오 종료후의 

Interview는 운전원의 Error가 발생한 경우에 수행한다. 발생된 Error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Questionnaire는 실험별로 두 종류를 준비하고 또한 실험시나리오가 종료

되었을때와 전체 실험이 종료되었을 때 사용할 Questionnaire로 구분한다. 

Questionnaire Type I-A는 실험 I에 대해 각 실험시나리오 종료후 사용하

게되며 Questionnaire Type II-A는 실험 II에 대한 각 실험시나리오 종료

후 사용한다. Questionnaire Type I-B는 실험 I이 종료된 후 그리고 

Questionnaire Type II-B는 실험 II이 종료된 후 사용된다. 따라서 한 실

험조에 대해 실험 I이 n1회 수행되고 실험 II가 n2회 수행된다면 

Questionnaire Type I-A는 n1개, Questionnaire Type II-A는 n2개, 

Questionnaire Type I-B와 Questionnaire Type II-B는 각 1개씩 필요하

다. 따라서 한 실험조에 필요한 총 Questionnaire의 수는 (n1+n2+1+1)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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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naire의 구성은 BARS, NASA-TLX의 질문항목을 변형시켜 

활용하는 질문항목과 대상 HMI의 feature에 관련된 질문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1.10 Questionnaire의 적용

Questionnaire 

Type I-A

Questionnaire 

Type I-B

Questionnaire Type 

II-A

Questionnaire 

Type II-B

구분 AOP상황 EOP상황

시점
시나리오

종료후

실험 I 

종료후

시나리오

종료후

시나리오

종료후

실험 II 

종료후

BARS관련 항목 X X O O X

NASA-TLX관련 

항목
O X O O X

Soft Control

관련 질의
X O X X O

LDP&Workstation

관련 질의
X X X X O

표 2.1.11 Interview의 적용

실험 I 실험 II

구분 AOP상황 EOP상황

시점
시나리오

종료후

실험 I

종료후
BREAK

시나리오

종료후
BREAK

시나리오

종료후

실험 II 

종료후

SA관련 질문 X X O O O O X

Error 발생시 원인

규명을 위한 질문
O X X O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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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2 Questionnaire의 내용 구성

Questionnaire 

Type
주요 구성 내용 비고

I-A NASA-TLX항목

I-B SoftController항목

II-A NASA-TLX항목, BARS항목

II-B Soft Control항목, LDP & Workstation항목

표 2.1.13 Interview의 내용 구성

실험구분 수행시점 Interview 주요 내용 비고

실험 I
시나리오

종료후

Error가 발생한 경우 Error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함.

실험 II

BREAK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계통은 ?

-왜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 는가 ?

-어떠한 Interface를 보고 이상여부를 판단하 는가 ?

시나리오

종료후

Error가 발생한 경우 Error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함.

실험 

종료후
-Communication측면에서의 장단점

※ 상황에 따라 자유질의를 시나리오 종료후, BREAK, 혹은 실험종료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음.

실험 1에 대한 Interview는 매 시나리오가 종료후 수행하는데 시나리오 

수행시  Error 발생은 훈련/Mental Model과의 불일치/Interface Salience/

기타 등의 원인이 예상되므로 되므로 Error 발생시 이를 확인하기 위한 

Interview 내용으로는   

• Soft Control 선택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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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igation 실패한 이유

- Choice 실패한 이유

- Choice Order를 어긴 이유

• Soft Control 조작관련 질의 

- Control Order를 어긴 이유

- CoHMIssion Error 이유

- Omission Error 이유

 • Delayed Control 관련 이유

- 잘못된 운전전략을 설정한 이유 (Plant Process와 Simulator 

Process간의 차이여부를 부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Error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Soft Control의 사용으로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잠재적인 오류유발 요인, 사용했던 Soft Control과 

기존 주제어실에서 사용중인 Soft Control간의 장단점, 사용했던 Soft 

Control의 개선점 -색상, 크기, 위치, Salience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인터

뷰를 수행한다. 

실험 II는 다음과 같이 세 번의 인터뷰가 수행된다

• BREAK시 (AOP관련 시나리오의 경우는 해당 운전원에게, EOP관련은 

SRO에게 질문함)

- 이상한 징후는 무엇이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 이상을 확신하기 위해 활용한 HMI(LDP, Workstation Display 이름, 

화면상의 정보 등)는?

- 이상이 발견된 계통은?(계통의 상세한 정도는 시나리오에 의존적일 

수 있으나 또한 질문자는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최종적으로 이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고려했던 이상의 원인은 어떤 것

들이었으며 고려했던 이유는?

• 실험시나리오 종료후 

- Break때 진단이 틀렸던 경우 그리고 상태완화에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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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상황은 A 는데 잘못된 진단을 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 잘못된 진단에 소요되었던 HMI는?

- Break때 진단이 틀렸던 경우 그러나 도중에 잘못된 진단을 수정하여 

상태완화에 성공한 경우

. 도중에 진단을 수정한 이유는?

. 수정하고 확인하는데 참조한 HMI는?

. 잘못된 진단에 소요되었던 HMI에 문제점이 있는가?(순전히 운전원

의 실수인가?)

- Break때 진단이 맞았던 경우 그러나 도중에 진단을 수정하여 상태완

화에 실패한 경우

. 도중에 진단을 수정한 이유는?

. 수정하고 확인하는데 참조한 HMI는?

. 원래의 진단에 소요되었던 HMI에 문제점이 있는가?(순전히 운전원

의 실수인가?)

- Break때 진단이 맞았던 경우 그리고 상태완화에 성공한 경우

. 진단하고 확인하는데 유용했던 HMI는?

. 원래의 진단에 소요되었던 HMI에 문제점이 있는가?(순전히 운전원

의 실수인가?)

• 실험 II 종료후 

- 운전원간의 Communication상에 차이점이 있는가?(기존주제어실 vs. 

차세대제어실)

- 진단에 유리한 점 및 불리한 점(기존주제어실 vs. 차세대제어실)

(2) 실험데이터 분석

(가) 상황인식도 (Situation Awareness)에 대한 종합 평가 

상황인식도 척도로서 HAMLAB의 SACRI 방법을 본 실험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실험 진행 도중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운전원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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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내릴 시점에서 실험을 중지하고 그때까지 운전원이 파악한 발전소의 

전반적인 상태를 기반으로 진단을 하도록 하 다. 이 진단 결과를 실험이 

끝난 후 실제 내렸어야 할 진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운전원의 상황인식

도를 측정하 다. AOP와 EOP로 구성된 type II 시나리오 5개에 대해 실

험에 참여한 TO, RO, SRO 모두에게 그들의 상황인식도를 측정하 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실험조가 type II 시나리오 5개에 대해 

LDP, WSD, CPS, Alarm system, SC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수행한 진

단 및 조치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1999년에 수행한 LDP만을 사용한 경

우의 상황 인식도와 비교 분석을 하 다. 1999년에 측정한 상황인식도는 

SACRI 척도에 충실한 반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상황인식도는 진단의 정

확도에 의한 간접 평가로서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그 동안 지속적으

로 개발되어 추가된 LDP, WSD, CPS, Alarm system, SC등이 통합 적용

되었을 때 상황인식도가 어떻게 향상되었는가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O, RO, SRO 각각이 정지시점에 파악하 던 상황인식이 올바른 것이

었는지, 잘못된 것이었는지 또는 정지시점에 파악하 던 올바른 상황인식

을 나중까지 유지하 는지 도중에 잘못된 상황 인식에 의해 잘못 수정하

는지, 또는 정지시점에 파악하 던 잘못된 상황인식을 나중까지 유지하

는지 도중에 올바르게 수정하 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

다.

- break때 진단이 맞았고 조처 과정에서도 올바른 진단 유지

- break진단이 맞았으나 조처과정에 진단을 잘못 수정 

- break진단이 틀렸으나 조처과정에 잘못된 진단을 올바르게 수정 

- break진단이 틀렸고 조처과정에서도 잘못된 진단 유지

그러나 실제로는 조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처 결과가 있을 수 있으

므로 다음과 같은 추가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break 때 진단이 맞고 올

바른 진단을 유지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추가 분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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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때 진단이 맞았고 상태 완화에 성공(올바른 진단 유지)

- 진단이 맞았으나 실제 늦게 조처하여 다른 방법으로 조처(올바른 진

단 유지)

- break때 전체적인 진단은 맞았으나 특정 부위 고장을 확인하지 못했

음(진단 일부 맞고 이 진단을 유지)

- break진단 맞았고 진단을 수정하지 않았지만(올바른 진단 유지) 상태

완화에 실패한 경우

- break진단이 맞았으나 도중에 조치가 늦어 상태 완화에 실패(올바른 

진단 유지)

break진단이 맞았으나 조처과정에 진단을 잘못 수정한 경우에는 대부분 

조처의 잘못으로 상태 완화에 실패하 다. 

break진단이 틀렸으나 조처과정에 잘못된 진단을 올바르게 수정한 경우 

대부분 상태완화에  성공하 다.

break 때 진단이 틀리고 이 잘못된 진단을 유지하는 경우도 조처 결과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분류가 가능하다.

- break진단이 틀렸고 상태완화에 실패(잘못된 진단 유지)

- break진단은 틀렸고 진단을 못하 으나(잘못된 진단 유지) 우선 조치

를 위해 올바르게 조정(우선 조치 성공)

본 실험에서 TO, RO, SRO가 각 시나리오 실험에서 보인 상황인식도 

판정결과를 요약하면 표 2.1.14와 같다.

총 57건의 사례 (총 60건 응답 중 3건은 결측치)에서 (1) break때 진단

이 맞았고 조처 과정에서도 올바른 진단 유지한 경우는 36건 (63%), (2) 

break진단이 맞았으나 조처과정에 진단을 잘못 수정한 경우는 4건 (7%), 

(3) break진단이 틀렸으나 조처과정에 잘못된 진단을 올바르게 수정한 경

우는 7건 (12%), (4) break진단이 틀렸고 조처과정에서도 잘못된 진단 유

지한 경우는 8건 (14%), (5) 무응답이 2건 (4%)이었다. 따라서 진단과정

에서만 올바른 상황인식도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63+7=70%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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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조처과정에서 올바른 상황인식도를 유지한 비율은 전체의 63%, 

조처과정에서 올바른 상황인식도를 가진 비율은 전체의 63+12=75% 다. 

반면 진단과 조처의 전과정에서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율은 전

체의 14%에 달했다. 

한편 운전팀의 상황인식도는 모든 정보를 SRO가 취합하여 통합 관리

하는 특성상 SRO의 상황인식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데 본 실험 결과 

SRO의 상황인식도는 더욱 저조하다. SRO의 상황인식도 판정 사례 총18

건 중 (1) break때 진단이 맞았고 조처 과정에서도 올바른 진단 유지한 

경우는 10건 (56%), (2) break진단이 맞았으나 조처과정에 진단을 잘못 

수정한 경우는 2건 (11%), (3) break진단이 틀렸으나 조처과정에 잘못된 

진단을 올바르게 수정한 경우는 3건 (17%), (4) break진단이 틀렸고 조처

과정에서도 잘못된 진단 유지한 경우는 3건 (17%)이었다. 따라서 진단과

정에서만 올바른 상황인식도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56+11=67%이었으

며, 진단과 조처과정에서 올바른 상황인식도를 유지한 비율은 전체의 

56%, 조처과정에서 올바른 상황인식도를 가진 비율은 전체의 56+17=73%

다. 반면 진단과 조처의 전과정에서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율

은 전체의 17%에 달했다. 

(나) 신형 제어반 일반 사항에 대한 운전원 의견

신형 제어반이 기존 제어반에 대하여 가지는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수

집하기 위하여 10개의 시나리오 (type I, II 시나리오 1, 2, 3, 4, 5)에 대한 

실험을 마치고 신형제어반의 기존 제어반에 대한 장단점을  평가하는 설

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 다. 각 설문에 대한 4개의 실험조, 실험조내의 

TO, RO, SRO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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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4 운전원의 상황인식도 판정 결과

상황인식 

판정결과
조처 결과에 따른 분류 TO RO SRO

소

계

총

계

1) break때 진

단이 맞았고 조

처 과정에서도 

올바른 진단 유

지

1-1) break때 진단이 맞았고 상태 완화에 성공 11 12 8 31

36

1-2) 진단이 맞았으나 실제 늦게 조처하여 다

른 방법으로 조처
1 1

1-3) break때 전체적인 진단은 맞았으나 특정 

부위 고장을 확인하지 못했음(진단 일부 맞고, 

이 진단을 유지)

1 1 2

1-4) break진단 맞았고 진단을 수정하지 않았

지만 상태완화에 실패한 경우
1 1

1-5) break진단이 맞았으나 도중에 조치가 늦

어 상태 완화에 실패
1 1

2) break진단이 

맞았으나 조처

과정에 진단을 

잘못 수정

break진단이 맞았으나 조처의 잘못으로 상태 

완화에 실패
2 2 4 4

3) break진단이 

틀렸으나 조처

과정에 잘못된 

진단을 올바르

게 수정

break진단이 틀렸으나 조처과정에 잘못된 진

단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상태완화에  성공
2 2 3 7 7

4) break진단이 

틀렸고 조처과

정에서도 잘못

된 진단 유지

4-1) break진단이 틀렸고 상태완화에 실패(잘

못된 진단 유지
4 3 7

84-2) break진단은 틀렸고 진단을 못하 으나

(잘못된 진단 유지) 우선 조치를 위해 올바르

게 조정(우선 조치 성공)

1 1

5) 무응답 1 1 2 2

총계 19 20 18 57 57

• 기존 주제어실과 차세대 제어실 비교때 운전원 간의 communication상

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1) 차세대 제어실은 WSD의 화면을 모두 click해야 대화가 가능함

2) RO. TO는 기립상태에서 발전소 상황 및 변수를 SRO와 서로 얼굴

을 보면서 조작 여부를 확인 가능하나 차세대는 SRO가 뒤에서 지

시하므로 오지시, 오판단 가능성이 있음

3) 의사소통은 잘 될거라 생각(① 근접해 있고, ② CRT를 통해 직접 



- 82 -

좌석에서 RO, TO가 확인하여 Announcing을 하므로 com.은 잘 될 

거라 생각됨)

4) 기존제어반보다 기계를 조작한다는 현실감이 떨어지고 수동적임

5) 기존제어반에서는 과도 상태시 MCR 요원들이 한 현상과 추세를 

같이 모여서 협의함

6) SRO와 RO/TO간의 대화가 등을 돌린 채 이루어지며 앉아서 업무

를 처리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불편함(긴장이 고조될 때 조작이 다소 

불편해진 것 같은 느낌)

7) 가까이 있으므로 잘 알아들을 수 있고, RO, TO 의 상황을 바로 눈

앞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차세대 제어실의 특징 중의 하나라 봄

8) 차세대 제어실의 경우 다른 운전원의 조작 내용을 알 수 없음

9) MCR이 작아짐으로써 운전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할 것으로 

추정

10) 특별한 차이점은 없겠지만 기존 MCR에서는 중요 사항 조작 시에

는 발전과장 혹은 운전원이 옆에서 지켜볼 수 있지만 차세대의 경우

에는 각자의 CRT에서만 의견을 피력하게 되어 정확한 의사 전달이 

부족할 수 있음

•기존 주제어실과 차세대 제어실과의 비교

- 차세대가 유리한 점

1) 전체적인 상황의 파악이 용이

2) RO, TO 전체화면을 한눈에 보면서 종합적으로 운전이 되고 타 보

직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음

3) 기기 조작에 익숙해 있으면 기존 발전소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

음

4) 제어실을 compact하게 설계되어 운전 편리성 향상

5) 부분적인 문제 발생시 Mimic상에 온도, 압력 등 주요 변수 확인이 

가능하며, 계통 상태 확인이 가능함 (예, v/v open/close) 

  ① 발전소 전체를 즉, 핵심변수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다(L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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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계통 비정상 여부를 신속히 이동 없이 전달할 수 있다(WSD)

6) 전 계통을 한눈에 볼 수 있음

7) 조작시 행동 반경이 짧다

8) 비상 절차 수행시 관련 변수가 같이 지시하므로 절차 수행이 수월

함

9) RO, TO, SRO의 정보 공유가 유리

10) CPS수행시 SRO가 절차 수행하면서 관련 변수를 즉시 확인 가능

(RO/TO에게 의존하지 않고)

11) 축소된 시설로 인해 이동거리가 적은 상태에서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① 한자리에서 모든 발전소 계통을 제어할 수 있음 

  ② SC의 경우 디지털 제어기로써 미세 제어가 가능함 

  ③ LDP를 통한 발전소 전체 계통의 상태 파악 가능

12) WD를 이용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보고싶은 계통을 볼 수 있음

- 차세대가 불리한 점

1) 변수의 Trend의 전체적인 확인이 부족함

2) 긴급을 요하는 조작시 시간이 기존과 비교하여 숙련도가 필요

3) software 구동 중의 freeze나 구동(민첩성) 지연 현실가능성

4) 숙달되지 않으면 비정상시 어려움 가능성 있음

5) 계통별 향을 한눈에 볼 수 없음

6) 정보를 찾기위해 일일이 따로따로 클릭하여 찾아 들어가야 함

7) 한 계통 이상 상황 발생시 그 문제로 파생되는 전반적인 변화 및 

과도 상태를 보기가 어렵다.

8) 현장 기기와 운전원 간의 친 도가 떨어질 것 같음(LDP와 WSD

간의 혼동이 유발 될 수 있다)

9) 항목별 세부 사항은 볼 수 없음

10) 협소한 LCD화면에 많은 정보를 표시하여 복잡해 보임

11) 기기 조작기 응답 시간이 길다

12) 마우스에 의한 제어로 마우스의 원할한 사용능력을 키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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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DP가 WSD에서의 온도/압력 등이 어느 것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됨

14) WSD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볼 수 없음으로써 여러 상황을 동

시에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동시 조작할 수 없음

  ① 경보 계통의 사실감 저하 및 정보전달력이 약함 

  ② 운전원이 한 두대의 CRT나 제어기에 집중할 경우 다른 변수들

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15) 제어기나 어떤 계통으로 전환될 때 마다 click 해야 하는 번거로

움과 시간 지연이 있고 추이정보를 전체적으로 볼 수 없는 아쉬움

이 있음

- 기존제어반이 유리한 점

1) 동시에 여러 사람이 대화가 가능함

2) 기계식의 확실한 조작 가능

3) 긴급시 SW, 버튼 조작이 2가지 이상 동시에 가능하여 빠른 조치

가 가능

4) 순간적 대응이 빠를 수 있다 (해당 기기에 직접 접근 조작 가능

하므로)

5) 정확한 alarm 정보 제공, 관련 중요 변수들 recorder추이, 계통이 

연계되어 lay-out되어 있음, 한 계통 향 취급 향을 한눈에 파

악 가능

6) 모든 계통을 한눈에 볼 수 있음

① 특별한 조작, 전환 없이 이동하면서 진단할 수 있다. 

② 생동감이 있다.

7) 공간이 커서 별도로 찾아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8) 각 기기 계통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접근이 쉽다

9) 전체 시스템 감시 용이, 동시조작 가능

  ① 차세대에서도 반 예정이지만 trend기능 및 PMS기능이 사용하

기에 편리함 

  ② 경보 계통의 사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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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음

- 기존제어반이 불리한 점

1) 전체적인 파악에 많은 훈련이 필요

2) 타 보직 상황을 의사 전달로 알고 있어야 함, 사소한 부담감이 있

으나 SRO가 잘 이끌어가면 문제점은 없음

3) 부분적인 문제 발생시 확인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발전소 

핵심 변수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

4) 공간이 너무 커서 의사 소통과 RO, TO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

는 경향이 있음

5) EOP 등 절차서 수행시 RO/TO에게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함

6) 복잡한 시스템

7) 특정 controller를 조작할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없고 이동해

야 하는 점이 있음

(다) 행위기반 팀워크 평가

HAMLAB에서 개발한 BARS척도를 사용하여 AOP와 EOP로 구성된 

type II 시나리오 5개 실험이 끝난 후 SRO 및 운전전문가 (2명) 입장에서 

신형제어반에서의 운전원 팀워크를 측정하 다. 팀의 임무 집중도 및 단체

의사결정 효율(task focus/decision making), 의견에 대한 조율

(coordination as a crew), 의사소통의 효율(communication), 개방성

(openness), 팀 융화(team spirit)의 5개 부문에서 운전원이 실제 보인 행

위에 해당하는 등급을 SRO 및  운전전문가 입장에서 평정한 결과는 다음

과 같았다. 

  ① 팀의 임무 집중도 

팀의 임무 집중도에 대한 평정 결과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팀의 임무 

집중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 (평균 5.40)으로 나왔

고, ANOVA 결과 시나리오별,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

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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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팀의 의견에 대한 조율

팀의 의견에 대한 조율에 대한 평정 결과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협동함 

(평균 5.07)으로 나왔고, ANOVA 결과 시나리오별,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팀의 의사소통의 효율

팀의 의사소통의 효율에 대한 평정 결과는 문제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잘 

이루어 짐 (평균 5.40)으로 나왔고, ANOVA 결과 시나리오별,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④ 팀의 개방성

팀의 개방성에 대한 평정 결과는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받음 (평

균 5.56)으로 나왔고, ANOVA 결과 시나리오별, 실험조별, 평가자별 큰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⑤ 팀 융화

팀 융화에 대한 평정 결과는 중립적 태도 이상 (평균 5.05)으로 융화하

고 있음으로 나왔고, ANOVA 결과 시나리오별, 실험조별, 평가자별 큰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운전행위에 기반을 둔 5개 차원의 팀워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신형제어반의 특징적 배치, 즉 TO, RO가 SRO의 전방에 위치하

고, SRO가 TO, RO의 후면을 보면서 제어하는 폐쇄적 형태가 당초의 우

려한 만큼 팀워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2-1).

(라) CPS HMI에 대한 운전원 의견

CPS HMI에 대한 운전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10개의 시나리오 

(type I, II 시나리오 1, 2, 3, 4, 5)에 대한 실험을 마치고 CPS HMI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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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는 설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 다. 각 설문에 대한 4개의 실

험조, 실험조내의 TO, RO, SRO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절차의 위치가 자동으로 명백히 표시되었다.

평균 3.70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운전원 의견상 현

재 수행하고 있는 절차의 위치가 자동으로 명백히 표시되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o  목표 상태와 현 상태가 분명히 구분되며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평균 3.70으로 긍정적이다. 운전원 의견상 운전원들은 이 장치를 통

해 목표상태와 현 상태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으며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o  CPS에서 확인된 정보가 WSD에서도 함께 지원되었다.

평균 3.80으로 대체로 긍정적이다. 운전원 의견상 CPS에서 확인된 

정보가 WSD에서도 지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o  CPS에서 확인된 정보가 LDP에서도 함께 지원되었다.

평균 3.38로 운전원 의견상 CPS에서 확인된 정보는 LDP에서도 함께 

지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o  CPS에서 확인된 정보가 SC에서도 함께 지원되었다.

평균 3.57로 운전원 의견상 CPS에서 확인된 정보가 SC에서도 함께 

지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o  CPS에서 사용된 용어가 LDP에 사용된 것과 통일되었다.

평균 3.44로 운전원 의견상 CPS에서 사용된 용어는 LDP에 사용된 

것과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o  CPS에서 사용된 용어가 WSD에 사용된 것과 통일되었다.

평균 3.44로서 운전원 의견상 CPS에서 사용된 용어가 WSD에 사용

된 것과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o  CPS에서 사용된 용어가 SC에 사용된 것과 통일되었다.

평균 3.57로 운전원 의견상 CPS에서 사용된 용어가 SC에 사용된 것

과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다.

o  CPS에서 사용된 용어가 운전원이 일상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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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00으로 운전원 의견상 CPS에서 사용된 용어는 운전원이 일상 

사용하는 용어와 매우 높은 비율로 일치하고 있다.

o  CPS에 따른 수행이 되풀이되어야 하는 경우 CPS가 이를 잘 지원하

다.

평균 3.71로 CPS에 따른 수행이 되풀이되어야 하는 경우 CPS가 이

를 잘 지원하 다고 볼 수 있다.

o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개선이 요구되는가?

정성적인 데이터이지만 자료 없음. ANOVA 불가

o  RO, TO용으로 별도의 CPS의 필요가 있다.

평균 3.33으로, 절반 이상의 운전자들이 RO, TO용의 별도의 CPS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  CPS의 확인 순서와 SC제어기 버턴 위치의 일관성이 있다.

평균 3.67로 운전원 의견상 대체로 CPS확인 순서와 SC제어기 버턴

위치의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o  CPS의 WSD와의 계기 수치 단위에 통일성이 있다.

평균 3.67로 운전원 의견 상 대부분의 CPS의 WSD와의 계기 수치 

단위에 통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o  CPS와 LDP와의 계기 수치 단위에 통일성이 있다.

평균 3.67로 운전원 의견 상 CPS와 LDP와의 계시 수치단위에는 통

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o  CPS와 SC과의 계기 수치 단위에 통일성이 있다.

평균 3.71로 운전원 의견상 CPS와 SC과의 계기 수치 단위에 통일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o  추세정보 표시장치에서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추세자료가 쉽게 구분

되었다.

평균 3.10으로 운전원 의견상 추세정보 표시장치에서 과거의 자료

와 현재의 추세자료가 쉽게 구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운전원의 동의 정도는 ANOVA 분석결과 평균 

3.0~3.5 이상으로 대부분 운전원들은 이 새로운 CPS HMI에 대체로 만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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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LDP HMI에 대한 운전원 의견

LDP HMI에 대한 운전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10개의 시나리오 

(type I, II 시나리오 1, 2, 3, 4, 5)에 대한 실험을 마치고 LDP HMI 특성

을  평가하는 설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 다. 각 설문에 대한 4개의 실험

조, 실험조내의 TO, RO, SRO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LDP에 있어서 운전조가 발전소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o 중요변수의 확실한 인지가 어려움

o 상하좌우부분 인식 어려움

o TO자리에서 RO 측 왼쪽 상단, 하단 잘 안보임(빛 반사)

o 전기계통< 2차 계통 LDP >

o 측면쪽이 잘 안보임, RO, TO자리를 약간 뒤로 했으면 함

o LDP화면이 협소한데 많은 정보가 빽빽히 있어 복잡함

o 화면의 밝기(어두움)

o 경보창의 정보확인이 어려움

• LDP 중 어떤 부문의 개선이 운전조가 발전소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는데 도움이 되나?

o 중요변수는 빠른 인지가 가능하도록(색을 다르게 한다거나) 하면 편

리하다고 생각

o 중요한 밸브, 펌프등의 기기에 대해 빠른 인식이 가능토록 변경

  예) MFCV, MFWP, COP 등등

o 화면 정보가 잘 보여야

o 평평한 화면 보다는 약간 유선형으로 설계하면?

o 화면 확대 및 Mimic을 간략하게 표현하 으면 함<2차계통 LDP >

o RO, TO의 경보 등을 다르게 하여 구별 짓는 방법

o 정상 운전 시 운전되는 계통의 파이프의 색을 달리하거나 혹은 두껍

게 하여 대부분의 경우 S/B Mode인 SI나 AF Sys보다 두드러지게 

디스플레이 해주면 발전소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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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보 발생시 디스플레이 화면에 중요도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디스

플레이 해주었으면 함

• LDP상에서 운전조의 발전 목표를 공유하고 다른 운전원의 활동 상황

을 파악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부분은?

o 타 보직의 운전원이 현재 조작하는 기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 LDP 중 어떤 부문의 개선이 운전조의 발전 목표를 공유하고 다른 운

전원의 활동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나?

o 조작중인 기기의 색이 변하는 등의 인식 가능한 방법이 제시되면 도

움이 되겠음

o LDP 화면을 CRT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o 잘 보이고 계통 연계가 한눈에 확 들어오면 좋겠음

o 계통변수에 대한 추이정보가 보다 확실하게 표시되면 좋겠음.

• LDP에서 다른 운전원의 실수를 파악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부분은?

o 중요 변수의 변화 인지도 부족 

o 현 조작 기기의 파악이 안됨

o LDP 화면이 작아 화면에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착각할 수도 있고 

화면을 조금 크게 하 으면 좋겠음

o LDP와 WSD상태가 틀릴 경우

• LDP 중 어떤 부문의 개선이 다른 운전원의 실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나?

o 중요 변수의 인지도 향상 방안 강구 필요

o 현 조작 기기의 인식 향상 방안 강구 필요

o 조작되고 있는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기기의 상태 파악토록 변경

o 화면을 크고 선명하게 설계(눈의 피로를 고려)

o 정보를 추가하고 크기를 확대 해야함

o LDP에 표시되는 값을 색깔별로 구분(예-normal:흰색, 경보:노랑색)

o 현재 제어중인 운전 변수들은 컬러로 표시해주거나 음 으로 표시하

여 SRO나 타 운전원이 볼 수 있도록 하 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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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MCR 전반에 대한 운전원 의견

MSC 전반에 대한 운전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10개의 시나리오 

(type I, II 시나리오 1, 2, 3, 4, 5)에 대한 실험을 마치고 MCR 전반 특성

을  평가하는 설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 다. 각 설문에 대한 4개의 실험

조, 실험조내의 TO, RO, SRO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LDP의 높이가 높아서 모니터링이 불편함을 느꼈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거의 중립에 가깝지만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약간 많이 (평균 2.92) 나왔고, ANOVA결과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동의하는 의

견과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LDP 높이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② LDP의 아래 부분이 장애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은 적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평균 2.75)으로 

나왔고, ANOVA결과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응답의 히스토그램을 보면, 동의하는 의견과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나누어져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LDP 아래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③ LDP 화면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동의한다고(평균 3.75)으로 나

왔고, ANOVA결과 실험조에만 차이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조만 

제외하고 모두 어둡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④ LDP의 좌측 끝 또는 우측 끝이 잘 보이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동의함(평균 3.75)으로 나왔고, 

ANOVA결과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따라서 

좌측 끝 또는 우측 끝이 잘 보이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⑤ WSD, SC화면에 천장  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평균 2.8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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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지만 찬반의견이 나누어져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둔감한 경우를 

제외하면 천장 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불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 ANOVA결과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⑥ RO측 맨 좌측 화면, 또는 TO측 맨 우측 화면배치의 문제로 잘 안보여  

   불편한 적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동의함(평균 3.75)으로 나왔고, 

ANOVA결과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험조

를 살펴보면 4조만이 불편한 적이 별로 없었다고 답했으나 이는 둔감한 

경우를 보여주므로 화면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⑦ RO나 TO가 무엇을 제어하고 있는지 몰라 불편한 적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동의함(평균 3.27)으로 나왔고, 

ANOVA결과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⑧ 불편했다면, 어떤 개선이 요구되는가?

o 현재 RO가 제어하는 화면이 무엇인지 TO자리에서는 알 수 없음

o RO, TO 제어상태 SRO 가 확인 가능토록 설계

o LDP 화면을 확대하 으면 함

o 좌우 화면을 이용, LDP를 크게 하고 또한 좌우 화면에 발전소 주요  

  변수 추이를 개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략 도면도 이용 가능하도  

  록 해야 함

o SRO WSD에도 SC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작은 안되게 해  

  야 함

o 화면 어두움, 사각 지대 있음(좌, 우측 끝단 부분)

⑨ RO, TO, CRS가 무슨 말이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한 적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평균 2.55)으로 

나왔지만, 불편함을 호소한 소수의견에 주의해야 한다. ANOVA결과 실

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⑩ 있다면 언제? 그 이유는?

RO, TO 동시 상황 및 동시 조작시

⑪ LDP의 배치와 WSD 또는 SC의 배치가 평행이 되지 않아 

모니터링이나 제어에 불편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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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중립에 가깝게(평균 2.91) 나

왔지만, 불편함을 느낀 쪽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ANOVA 결과 실

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⑫ 느꼈다면 언제?

o 4대의 제어기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

o SC 제어 필요시

o 2차 계통 LDP는 완전히 재구성 해야 함

o 너무 작게 조 하게 배치되어 LDP 효율성 떨어짐

⑬ 네 대의 WSD를 좌우로 이동하면서 각기 다른 SC를 제어하는데 어떤  

   불편을 느꼈나?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동의함(평균 3.30)으로 나왔

고, ANOVA결과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

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⑭ 불편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

o 넓게 펼쳐진 형태에서 불편, 약간의 원형이 편리하다고 생각됨

o WSD화면 이동시 SC까지 이동되지 않음, 이동시키고 다시 cont- 

roller 선택할 때 신속성 떨어짐

o 신속성이 떨어짐(마우스 볼 조절시와 선택 후 클릭시)

o 이동시 불편은 없으나 주로 하나의 WSD만 사용하게 됨

o CRT 1대당 개개의 mouse를 사용하는 것보다 1개의 mouse를 사용

할 수 있어야  함

o 중앙을 중심으로 조작이 용이하도록 제어반이 설계되어야 함

⑮ 제어과정에서 손가락, 손목, 어깨, 목, 눈, 허리, 무릎, 다리 중 불편한   

   부위가 있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중립에 가깝게(평균 2.83) 나

왔지만, 불편하다고 느낀 소수의견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ANOVA

결과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⒃ 불편했다면 불편부위를 서술하고 이유는?

o 어깨: SC PNL이 너무 낮음, 마우스 불편, 전체적으로 제어 테이블

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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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눈, 손가락

o 계속 앉아 있다 보니 다리 및 목, 어깨 부위가 불편

o 엄지 손가락

⒔ 테이블 위에 Writing space가 부족하여 불편함을 느낀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동의함(평균 4.17)으로 나왔

고, ANOVA결과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

라서 Writing space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⒕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이 부족하여 다리가 불편하다.

이 의견에 대한 평균 동의정도는 대체로 동의함(평균 3.50)으로 나왔

고, ANOVA결과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면 MCR(주제어실)에 대한 불편함에 대체로 동의

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으나 불편함을 호소한 의견과 나누어져 있으며 불편

함을 호소한 의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외 레이아웃, 조명, 타 운전

원의 동정 파악, 필기공간, 무릎공간 면에서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으로 나왔다 (Q-4, Q-6, Q-7, Q-13, Q-17, Q-18).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사) SC HMI에 대한 운전원 의견

SC HMI에 대한 운전원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하여 10개의 시나리오 

(type I, II 시나리오 1, 2, 3, 4, 5)에 대한 실험을 마치고  SC HMI 특성

을 평가하는 설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 다. 각 설문에 대한 4개의 실험

조, 실험조내의 TO, RO, SRO의 반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SC FPD상의 강조되어야 할 정보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대체로 중립(평균 2.95)으로 나왔지만 반

대의견이 약간 많았다. ANOVA결과 구분별 실험조별 평가자별 차이는 

없다고 밝혀졌다. 다음 사례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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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o 현 상태의 빠른 인지가 어려움, 제어 후 빠른 확인이 어려움

o 혼란

o 제어기 옆 빈공간에 해당 제어기와 관련된 연동 신호 및 기타정보가 

디지털화 되었으면 함

o 정보의 오판가능성

o RX Trip과 관련된 PZR Pr 선택 S/W selector와 지시치 X, Y 

channel 구분하여 지시되었으면 fail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함

o 응용이 늦다, 실시간 지시가 안됨, 감이 떨어짐

o SGBD(SD sys) A/B train 출구 유량 조절 시 SC RPD 상에 같이 

띄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면 운전 편의상 더 좋을 듯 함

(SD-HIK-025, SD-HIK-026을 같이 띄울 수 있도록)

o 강조됨으로써 쉽게 접근이 되어야 함

o 각종 제어기 조작 시 WSD에서 변수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가능

하다면 SC`여백에 따라 제어기와 관련된 운전 변수들이 디스플레이 

되면 운전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

② SC상에 표시되는 단위가 WSD, CPS, LDP와 일치하지 않아 혼동된 적  

   있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평균 2.69)으로 나왔

지만 동의하는 의견과 나누어져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ANOVA결과 

평가자와 구분, 실험조별로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

③ SC의 제어 결과가 LDP상에 반 되지 않아 다른 운전원과의 대화가   

   어려운 적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평균 2.58)으로 나왔

지만 찬반이 나누어져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ANOVA결과 구분, 실험

조별, 평가자가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

④ SC FPD상에 메시지가 발생시 Touch조작 공간이 작아져서 불편함을  

   느꼈다.



- 96 -

이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평균 2.26)으로 나왔

지만 불편함을 느낀 소수의 의견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Touch조

작 공간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 ANOVA결과 구분, 평가자, 실험조별은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

⑤ SC 상에 표시되는 정보가 부족하여 제어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평균 2.35)으로 나

왔지만 소수의견 제시자들에게는 더 많은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ANO

VA결과 구분, 평가자, 실험조 별은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 다음 사례

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o 변수 trend 확인 시 변수 명이 없고 계기 번호만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움

o 각 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ex-명칭 및 각종 기준 변수 등)

o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요 변수에 대한 trend 기능이 미약함

⑥ SC FPD상에서 밸브개도 변화감시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평균 2.61)으로 나왔

고 ANOVA결과 구분, 평가자, 실험조별은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 다

음 사례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o 선형적인 변화가 어려움, 제어값이 단계적으로 변동됨

o 밸브개도의 변화는 SC상의 요구(demand)값의 변화와 WSD상의 밸

브 개도 지시계에 의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고장 발생시 요구 값만 변

화가 있고 실제 밸브 개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으므로 WSD도 동시

에 감시해야 함

⑦ SC 상에 표시된 계통이름 또는 계기이름이 복잡하여 제어에 불편하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평균 2.28)으로 나

왔고, ANOVA결과 구분, 평가자, 실험조별은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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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화면 내에 순차적인 제어가 요구될 때 SC FPD화면에 주요 기기 조작  

   에 대해 확인 기능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평균 2.58)으로 나왔

고, ANOVA 결과, 구분은 차이가 있고 평가자와 실험조 별로는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 다음 사례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o 조작에 따른 결과(밸브개도 등)의 지시되는 크기가 작고 차별화 되지 

않아 판독에 약간 어려움이 있음

o 동작되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동작시(push) 얼마의 값이 

입력되었는지 지시가 필요

o 폄프의 전류표시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면, SC의 HMI설계에 대해 대다수의 운전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지만 소수 불편 의견 제시자들의 개선 요망 사항이 추가

로 반 되어야 할 것이다. 

(아) 실험 시나리오별 운전 직무 시간

  ① 실험 시나리오 특성

다음의 표 2.1.15는 실험 시나리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5개의 시나리오가 사용되었고, RO가 주로 수행하는 시나리오가 2개, To가 

주로 수행하는 시나리오가 1개, RO, TO가 협업을 하면서 수행되는 시나

리오는 2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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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5 실험 시나리오 특성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특성

GCI-CV-TRCVTT221

(severity100), 
(V/V515 close되면 

delete)

(MFI-RC04)

(GCI-CW-PMCW
2P,3P,4P,5P/Loss 

of Motor Power)
1번 경보발생 

하자마자 2P 즉시 

기동

(PZR Pr 

controller fail 

Lo)

(MFI-RCL-RC0

3)

 Severity 63,

MFI-MC-MC01A

(Condenser A 

absolute press 

hi 경보발생하면 

severity 60에서 

3으로 조정)

경보 

및 

증상

1.유출차단 V/V닫힘

2.CV LTDN Regen 

HX OTLT Temp 

Hi
3.CV LTDN HX 

OTLT Press Lo
4.CV LTDN Dypass 

Process HOLS Lo

1.RC-PER 

Level Error 

hi

2.CV LTDN 

HX OTLT 

Temp Hi 

Hi

1.CNDSR Pr Hi 

(Vacuum pump 

기동됨)
2.SBCS CNDSR 

interlock 

unavailable
3.CNDSR A ABS 

press Hi(후) 

아래 경보
4.CNDSR B ABS 

press Hi Hi
5.CNDSR C ABS 

press Hi
6.CNDSR A ABS 

press Hi

1.가압기 비례 

전열기 on

2.RC PZR Pr 

error Hi

2.RC PZR Pr 

Lo

4.DNR Lo-Lo

1.Condenser 

Airleak 발생

2.Condenser 

A/B/C 

abosolute 

press hi

3.Condenser Pr 

Hi

운전원 

조치

1.유출 차단 벨브 

515 수동 개방
2.가압기 수위제어기 

Manual 

변환→조정

1.PZR Level 

증가시Char

ging   P/P 

정지

2.수동으로 

가압기 수위 

제어

1.CW Pump 기동
2.Vacuum Pump 

기동

3.CNDSR Pr 

정상이면 자동 

기동된 Vacuum 

p/p 수동 정지

압력 제어기 

수동

전환

1.3번 경보가 

발생하면 

Vacuum P/P 

기동

부가직

무

1.Boration을 통한 

90% 로 

출력감발(100 

리터)(Malfunction 

전에 업무지정)
2.CCW Train별 

교체 운전 

(Manual 운전시 

CCW P/P 

Vibration이 

심하니 즉시 

교체바람)

1.Malfunction

전에 

업무지시함 

WO 교체 

(Essential 

chilled 

water P/P)

2.CCW로 

교체 

운전(가압기 

수위제어 

중)

1.fw p/p 

교체운전 

1/2→2/3→1/2

정상복귀(진공

펌프 정지 전)
2.Blowdown

  (27 T/h→4T/H 

줄었다가 

원상복귀

1.WHWT P/P 

교체

2.IA 교체 

운전하다가 

원상복귀

종료시

점

가압기 수위 52.6% 

되면 종료

가압기 수위 

52.8%이면 

종료
CNDSR Pr(40Hg)

PZR 압력 

157.7±11g/㎠ 

되면 종료

Vacuum p/p 

4대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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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그룹별 실험 시나리오 수행 사항

각 그룹별 실험수행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비디오 녹화데이터와 운전원 

행위데이터를 사용하 다. 시나리오 1에 대한 각 그룹별 실험 수행 사항은 

아래 표 2.1.16과 같다.

표 2.1.16 시나리오 1에 대한 각 그룹별 실험 수행 

시나리오 

1

주요직무 부가직무 부가직무 주요직무

515 open boration CCW pp 교체 가압기 수위 제어

group 1

navigation 6초

제어 6초

navigation 12초

정보 감시 12초

alarm_ack 3초

제어 8초

navigation 1분2초

제어 11초

navigation 1분51초

제어 7분 2초

alarm_ack 17초

기타 24초

총 12초 총 35초 총 1분 13초 총 9분 34초

group 2
제어 10초

navigation 11초

제어 45초

navigation 30초

제어 1분59초

가압기수위제어 2초

alar_ack 28초

navigation 13초

제어 2분 43초

boration 24초

기타 2분 26초

총 10초 총 56초 총 2분 59초 총 4분 46초

group 3

navigation 4초

제어 7초

navigation 6초

정보감시 1분49초

제어 36초

기티 44초

navigation 9초

제어 16초

기타 9초

navigation 24초

제어 1분 13초

alarm_ack 18초

기타 1분 3초

총 11초 총 3분 15초 총 34초 총 2분 58초

group 4

navigation 11초

제어 1초

navigation 1분36

초

제어 31초

가압기 수위제어 

1분 55초

기타 1분 48초

navigation 27초

제어 1분 38초

가압기 수위제어 

1분 11초

alarm_ack 37초
기타 3분 51초

제어 5분 29초

기타 1분 4초

총 12초 총 5분 50초 총 7분 45초 총 5분 33초

average 11초 2분 39초 3분 8초 5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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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에 대한 각 그룹별 실험 수행 사항은 아래 표 2.1.17과 같다.

표 2.1.17 시나리오 2에 대한 각 그룹별 실험 수행 

시나리오 

2

부가직무 주요직무 주요직무 부가직무

Essential chilled 

water pp 교체
가압기 수위제어

charging pp 

교체
CCW pp 교체

group 1

navigation 16초

제어 4초

alarm_ack 30초

navigation 48초

재어 8분 32초

alarm_ack 3초

기타 3초

충전펌프제어 1분13초

제어 19초
navigation 7초

제어 4초

총 50초 총 10분 35초 총 19초 총 11초

group 2

navigation 2분 8

초

제어 50초

navigation 2분 23초

제어 8분 5초

기타 21초

․
navigation 1분 19초

제어 22초

총 2분 58초 총 10분 49초 총 1분 41초

group 3

navigation 5초

제어 24초

navigation 10초

제어 6분 11초

charging pp제어 30초

essential pp제어 19초

기타 2분

․
navigation 20초

제어 33초

총 29초 총 9분 10초 총 53초

group 4

navigation 16초

제어 44초

가압기수위제어 2

6초

기타 2분 11초

navigation 12초

제어 7분 42초

기타 7분 32초

․ ․

총 3분 36초 총 15분 23초

average 1분 58초 11분 29초 55초

시나리오 3에 대한 각 그룹별 실험 수행 사항은 아래 표 2.1.18과 같았

다.  group 2의 실험 수행시 압력 제어기를 auto에서 manual로 바꾸어 놓

으면 자동으로 auto로 전환이 되어버려 시뮬레이터 제어기 고장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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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험 분석 데이터에서는 제외하 다.

표 2.1.18 시나리오 3에 대한 각 그룹별 실험 수행

시나리오 3
주요직무

압력제어기 수동전환

group 1

제어 1분 11초

정보감시 3분 28초

alarm_ack 42초

총 5분 21초

group 2
시뮬레이터 제어기 고장

group 3

제어 38초

기타 8초

총 46초

group 4

navigation 7초

제어 1분 16초

정보감시 1분 10초

기타 23초

총 2분 56초

average 3분 1초

시나리오 4에 대한 각 그룹별 실험 수행 사항과 운전전략은 아래 표 

2.1.19와 같았다.

시나리오 5에 대한 각 그룹별 실험 수행 사항과 운전전략은 아래 표 

2.1.20과 같았다.  이 시나리오 수행시 부가직무인 IA Compressure 교체 

직무는 현 시뮬레이터에서 구현이 되지 않아 group 1을 제외한 나머지 

group에서 대체 직무로 주급수 pump 교체를 실시하 다.  



- 102 -

표 2.1.19 시나리오 4에 대한 각 그룹별 실험 수행 

시나리오 

4

주요직무 주요직무 부가직무 주요직무 부가직무

CWP 기동
vacuum

pp 기동
FWP 교체

vacuum pp 정

지

blowdown 제

어

group 1

navigation

 1분 17초

제어 14초

제어 24초

navigation 23초

booster pp 제어 11초

FWP 03p 제어 3분40초

FWP 01p 제어 9초

정보감시 19초

기타 18초

navigation 3초

제어 11초

기타 7초

navigation 

1분 8초

제어 1분19초

FWP 01p 제

어 37초

기타 2분52초

총 1분31초 총 24초 총 5분 총 21초 총 5분 56초

group 2

navigation 

16초

제어 16초

navigation 

2초

제어 5초

navigation 28초

booster pp 제어 42초

FWP 03p 제어 1분35초

FWP 01p 제어 1분58초

CWP 제어 13초

alar_ack 6초

기타 5분 28초

navigation 7초

제어 11초

navigation 

1분 10초

제어 6분47초

CWP제어 26

초

기타 1분 2초

총 32초 총 7초 총 10분 30초 총 19초

group 3

navigation 

4초

제어 1분 3

2초

제어 36초

navigation 29초

booster pp제어 1분3초

FWP 03p 제어 16초

FWP 01p 제어 30초

기타 1분 49초

제어 42초 ․

총 1분36초 총 36초 총 4분 7초 총 42초

group 4

navigation 

4초

제어 36초

․

navigation 1분 5초

booster pp 제어 54초

FWP 03p 제어 5분15초

FWP 01p 제어 1분33초

기타 4분 46초

navigation 19

초

제어 53초

․

총 40초 총 13분 33초 총 1분 12초

average 1분 5초 22초 8분 18초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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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0 시나리오 5에 대한 각 그룹별 실험 수행 

시나리오 

5

부가직무 주요직무 대체직무 대체직무 부가직무

wtwh pp 교체
vacuum pp 기

동
CWP 기동 주급수 pp 교체

IA 컴프레

셔 제어

group 1

navigation 22초

제어 24초

alar_ack 40초

navigation 20초

제어 11초

alarm_ack 9초
기타 2분 40초

navigation 

2초

제어 2초
구현안됨

총 1분 26초 총 3분 20초 총 4초

group 2

navigation 10초

제어 42초

정보감시 7초

navigation 10초

제어 19초

기타 17초

․

navigation 7초

booster pp 제어 28초

FWP 03p 제어 

4분 24초

기타 3분 23초

구현안됨

총 59초 총 46초 총 8분 22초

group 3

navigation 19초

제어 1분 24초

기타 46초

navigation 3분

제어 23초
․

navigation 1분 46초

booster pp 제어 7초

FWP 03p 제어 

3분 34초

FWP 01p 제어 

3분 4초

vacuum pp 정지 

1분 20초

기타 3분 7초

구현안됨

총 2분 29초 총 3분 23초 총 12분 58초

group 4

navigation 12초

제어 2분 59초

기타 1분 23초

navigation 19초

제어 29초

기타 59초

․

navigation 8초

booster pp 제어 29초

FWP 03p 제어 

5분 33초

FWP 01p 제어 3분

alarm_ack 35초

기타 4분 13초

구현안됨

총 4분 34초 총 1분 47초 총 13분 58초

average 2분 22초 2분 19초 11분 46초

  ③ 그룹별 시나리오 수행 시간

그림 2.1.13은 시나리오 수행시 각 그룹별 전체 실험 수행 시간을 분석

한 결과이다. 그리고 시나리오별 전체 실험 평균시간을 살펴보면,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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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1은 평균 16분 23초, 시나리오 2는 19분 20초, 시나리오 3은 4분 19초, 

시나리오 4는 20분 42초, 시나리오 5는 17분 17초가 걸렸다.  

그림 2.1.13 group별 전체 실험 수행 시간

   운전원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행한 행위직무는 정보탐색, 제어,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여기서, 정보탐색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 감시와 navigation을 포함하 고, 제어 부분은 시나리오에서 요구하

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어기를 조작하는 실제 시간을 말한 것이다. 마지

막으로 기타 부분에는 시나리오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직무를 제외한 시

간, 즉 alarm_ack나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제어 수행작업 등을 포함한 것이

다. 다음 그림 2.1.14는 시나리오 1에 대한 실험 그룹별 직무 수행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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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시나리오 1에 대한 그룹별, 직무별 수행시간

그림 2.1.15 시나리오 1의 평균 직무 수행시간

그림 2.1.15는 시나리오 1의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운전원이 반응한 시

간의 평균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 515V 벨브 개방과 같은 단순한 

on/off 벨브의 조작 직무는 평균 11초가 걸렸으며 정보탐색과 제어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CCW pump 교체 직무는 평균 2분 49초이며, 정

보탐색과 제어 시간보다 기타 다른 제어 수행 시간이 많이 나타났으며, 가

압기 수위 제어 직무는 평균 6분 25초가 걸렸으며 다른 직무 보다 제어 

시간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 다.

그림 2.1.16, 3.1.17은 시나리오 2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제

어기를 사용하는  가압기 수위제어 평균 시간은 8분 38초가 걸렸으며, 정

보탐색이나 기타 직무보다는 제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Essential 

Chilled Water Pump 교체 직무는 평균 1분 56초, CCW pump 교체 직무

는 평균 55초가 걸렸으며, 이와 같은 pump 교체 직무에서는 실제 제어시

간보다 정보탐색이나 기타 직무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보탐색이나 기타직무를 수행하는 부

가적인 직무에 소요되는 시간보다는 1차 직무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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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시나리오 2에 대한 직무 수행

그림 2.1.17 시나리오 2의 평균 직무 수행시간

  그림 2.1.18~19는 시나리오 3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CCW 

pump 기동 직무는 평균 1분 14초가 걸렸으며, 정보탐색과 제어시간이 비

슷하게 나타났다. FWP 교체 직무는 평균 8분 23초가 걸렸으며, 정보탐색

이나 기타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보다 실제 제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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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 시나리오 4에 대한 직무 수행

그림 2.1.19 시나리오 4의 평균 직무 수행시간

  그림 2.1.20~21은 시나리오 4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vacuum pump 제어 직무의 평균시간은 1분 21초 으며, WTWH pump 

교체 직무는 평균 2분 22초가 걸렸으며, 정보 탐색이나 기타 직무 보다 실

제 제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급수 pump 교체 

직무의 평균시간은 11분 19초가 걸렸으며, 정보 탐색이나 기타 직무보다는 

제어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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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 시나리오 5에 대한 직무 수행

그림 2.1.21 시나리오 5의 평균 직무 수행시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 On/Off 밸브제어나 펌프교체 직무에서는 실

제 제어시간보다 정보탐색이나 기타 다른 제어 직무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압기 수위 제어와 같이 제어기를 사용하는 

직무는 정보탐색이나 기타 직무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라.  신형 제어반 경보 시스템 평가 (그룹 E) 

(1) 신형제어반 경보 시스템의 특성

  차세대 원자로 제어실에서 운전원에게 제공되는 경보창은 LDP mi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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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제공되는 프로세서 경보 정보,  Function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핵연

료의 건전성 상실이나 방사능 누출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경보하는 

Critical Function Alarms화면, 운전원이 전자식 절차서계통을 사용하여 

비상 절차서 수행을 지원할 수 있게 중대안전 기능 및 발전소 상태진단에 

관련된 문제들을 알려주고 발전소 조건들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Safety Function Status Check 화면, 운전원이 중요한 경보 정보의 위

치를 신속히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며 발전소 운전기간 동안 Success Path

의 이용률 뿐 만 아니라 전력 생산 기능과 계통상태에 관한 정보를 운전

원에게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Success Path Availability and Performance 

Alarms화면으로 구성된다. APR1400 경보계통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성을 

도입함으로써 경보계통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다

  • 각종 경보 억제 방법 사용

     발전소 운전 모드별 억제, 기기상태별 억제, 다중 설정치 관계별 억

제, 원인 결과 관계별 억제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운전 상황하에서 

불필요한 경보발생을 억제한다.

  • RO, TO 경보의 구분 표시

     운전성 향상을 위해 운전원 워크스테이션상에서 운전원에 따라 RO

용 또는 TO용 경보 화면을 선택하여 경보를 감시하고 제어 함으로

써 운전원의 작업부담을 줄이고 제한된 경보화면에서 경보 표시량을 

줄일 수 있다. 

  • RO, TO 경보 음의 구분

     RO, TO의 보직별 경보음을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전원의 인식 

및 작업부담을 줄 다.

  • Momentary 경보음 사용

     선행호기의 continuous한 경보음 대신 첨단제어실에 적합한 

momentary sound를 사용함으로써 소리와 잦은 silencing 버튼 조작

에 대한 부담을 줄 다.

  • Process mimic과 통합된 경보 표시

    LDP 및 워크스테이션 CRT의 프로세스 mimic상에서 해당 기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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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에 경보를 표시함으로써 계통과 연계된 경보 정보의 취득을 가

능하게 하여 운전원의 발전소 상태 파악에 큰 도움을 준다.

  • 다양한 경보 정보 제공계통 연계 경보 정보 제공

     경보 창, 경보 description, 등의 다양한 경보 표시와 우선 순위별, 

시간 순서별, 계통별의 다양한 경보 list를 제공한다. 그리고 tag-out 

경보 정보, 운전원 작성 경보, 억제 경보 list 등의 운전 지원 경보 

list를 제공하며 또한, 경보 대응 절차서 및 해당 경보 process 

mimic display로 쉽게 접근 가능하여 운전원의 경보 처리를 지원한

다.

  • 경보 Priority 제공

     경보는 운전원 응답이 해당 경보의 중요성과 운전원이 조치를 취해

야 할 긴급성을 기초로 이뤄질 수 있도록 3단계로 우선순위화 하여 

제공된다.

  • Flag 제공

     운전원의 조치가 필요 없고 발전소의 상태 변화 및 자동동작 발생의 

정보를 Flag 형태로 제공한다.

  • 시청각 코딩 사용

     경보의 시각적 코딩으로서 new alarm의 경우 3회/초, cleared alarm

의 경우 1회/초의 flash rate을 갖도록 했다. priority 1, 2, 3의 alarm 

에 대하여  yellow square를 사용한 시각적 코딩을 하 다. 청각적 

코딩으로서는 RO에 대한 new alarm, TO에 대한 new alarm, 

Reminder, Cleared alarm의 발생 시 각기 다른 청각적 신호음을 발

생하도록 하 다. 

  • 불필요한 경보 억제방법 사용

     불필요한 경보에 대한 억제 방안으로는 원인-결과별 경보 억제 방

법, 기기 상태별 경보억제 방법, 다중 설정치 경보억제방법이 사용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제어반의 경보 시스템의 HMI 특성에 대한 운전 

적합성 여부를 이전 실험에서 제기되었던 현안을 기초로 작성된 설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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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평가하 다.

(2) 실험 방법

(가) 실험환경

  평가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3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도록 하 고  

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치는 위험도와 운전 복잡도가 서로 다르면서 운전원

이 alarm을 사용하는 다양한 환경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LOCA by CPS, SGTR by CPS, LOCA by PBP, SGTR by PBP, ESDS, 

및 LOOP)

  실험에 참가하는 피 실험자는 차세대발전소와 유사한 광 3,4호기, 울

진 4호기 원자력발전소 발전소 계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제어실 운전경험

자 SRO, RO 및 TO로 3인 1조의  운전원팀을 구성하 다. 총 4개조의 운

전원팀이 실험에 참여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원에게 alarm을 사용하

는 다양한 운전 상황을 경험한 후 운전상황 중 경험한 경보시스템의 문제

점에 대하여 설문에 응답토록 하 다. 운전조에게 보다 다양한 운전 상황

을 부과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6개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총 10개의 시나리오 조합을 운전상황으로 부과하 다. 표 2.2.21의 시나리

오 조합중 예를 들어  LOOP, SGTR by PBP 는 LOOP 시나리오 와 

SGTR by PBP를 수행하고 설문에 응답했음을 의미한다. 참여 운전조의 

수와 운전원들의 실험참여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각 실험조가 서로 다른 

시나리오 조합을 경험하도록 하 고 반복 실험은 할 수 없었다. 

(나) 실험 척도 및 자료 수집

  이전의 평가 실험에서 밝혀진 경보에 관한 현안을 11분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상세 현안을 설문화하여 운전원의 의견을 묻는 형태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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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1 각 운전조가 수행한 시나리오 조합

                        운전조

  시나리오조합
1조 2조 3조 4조

SGTR by CPS X

LOCA by CPS X

LOOP, ESDE, LOCA by PBP, SGTR by PBP X

LOOP, SGTR by PBP X

ESDE, LOCA by PBP X

SGTR by CPS, LOCA by CPS X

ESDE, LOOP X

SGTR by PBP, LOCA by CPS, SGTR by CPS, 

LOCA by PBP
X

SGTR by CPS, LOCA by PBP X

SGTR by PBP, LOOP, LOCA by CPS, ESDE X

  

  ① SPDS(CFM)를 사용하는 운전원 성능 평가 

  Success Path 경보는  운전원이 중요한 경보 정보의 위치를 신속히 확

인하는데 도움을 주며 발전소 운전기간 동안 Success Path의 이용률 뿐 

만 아니라 전력 생산 기능과 경보 기준의 기초를 제공한다.  Success 

Path 감시 알고리즘은 계통상태에 관한 정보를 운전원에게 연속적으로 제

공하기 위해 계통 및 기기의 비 가용성 및 저 성능을 감시한다. 해당 

success path 계통이 동작되기 전에는 availability alarm이고 동작 후는 

performance alarm이 된다. SPDS(CFM)의 경보에 대해 이전의 평가 실험

에서 문제가 되었던 현안은 다음과 같다. 

- CFM/SPM 경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다.

- CFM/SPM 경보 발생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적이 있다.

- CFM/SPM 경보에 대한 사후처리가 힘든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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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M/SPM 경보와 타 경보간 중복으로 인한 과다 경보발생 문제가 

있었다. 

- CFM/SPM 경보의 약어 사용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

었다.

  ② Process Mimic과의 통합성 평가

  LDP 및 워크스테이션 CRT의 프로세스 Mimic상에서 해당 기기 및 변

수에 경보를 표시함으로써 계통과 연계된 경보 정보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여 운전원의 발전소 상태 파악에 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

나 이전의 평가 실험에서 LDP상의 경보 list나 WS 경보 list로부터 경보 

발생을 확인하고 이 경보의 발생위치가 LDP 또는 WS process mimic 상

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Process mimic과의 통합성을 묻는 설문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

- Alarm의 발생위치를 LDP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적이 있었다.

    ③ Alarm Status에 대한 평가 

  운전성 향상을 위해 운전원 워크스테이션상에서 운전원에 따라 RO용 

또는 TO용 경보 화면을 선택하여 경보를 감시하고 제어함으로써 운전원

의 작업부담을 줄이고 제한된 경보화면에서 경보 표시량을 줄이도록 하

다. 또한 RO, TO의 보직별 경보음을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전원의 인

식 및 작업부담을 줄 다. 선행호기의 continuous한 경보음 대신 첨단 제

어실에 적합한 momentary sound를 사용함으로써 경보음에 대한 부담과 

잦은 silencing 버튼 조작에 대한 부담을 줄 다. 경보는 운전원 응답이 해

당 경보의 중요성과 운전원이 조치를 취해야 할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

도록 우선순위화 (우선순위 1, 2, 3) 하여 제공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

은 alarm status상의 구분은 청각적, 시각적 coding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전의 평가 실험에서 alarm status coding 상의 문제점이 제기되

었고 본 실험에서는 이들 현안을 다음과 같이 설문화하여 운전원의 의견

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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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m을 부주의하게 Acknowledge 한 적이 있었다.

- Alarm 표현 방법이나 format이 발전소의 상태를 혼동하게 한 적이 

있었다.

- Alarm 표현 방법이나 format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Alarm Message

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 Alarm의 flask rate (New Alarm의 경우 초당 3회, Cleared Alarm

의 경우 초당 1회)가 잘 식별되지 않았다.

- Alarm의 new, reminder, cleared sound가 잘 구분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

- Alarm의 시각적 특성으로 그 중요도(new 우선순위 1, new 우선순

위 2, new 우선순위 3, reminder, cleared 순서)를 구분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④ Alarm Priorities에 대한 평가

  경보는 운전원 응답이 해당 경보의 중요성과 운전원이 조치를 취해야 

할 시간내에 반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화 하여 제공된다. 경보 우

선순위의 체계는 표 2.1.22와 같다.

  ⑤ Variable Display Alarm에 대한 평가

  운전원은 경보발생을 경보음으로 인지하고 LDP mimic상에 위치 파악

을 한 다음, 상세 alarm 정보는 variable display 역에 띄워진 basic 

alarm list를 감시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운전원은 발전소 

상태 파악을 위해 chronological alarm list를 이용하여 경보의 발생과 소

멸의 추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Workstation의 

Directory Page에는 system 및 function 별로 label이 있고 해당 system에 

alarm 발생 시 해당 label이 flashing하므로 발전소 전체적인 경보 발생을 

감시 할 수 있다. 계통별로 경보발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ystem-based 

alarm list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전 평가 실험에서는 현재 갖

추어진 기능 이외에도 운전원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기능들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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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2 경보의 우선순위 coding 시스템

우선 

순위
표시 정의

1 순위

Yellow

(filled 

square)

- 중요 운전원 조치
*
(significant operator action) 상황들 중 

하나에 도달하기 이전의 마지막 경고

- 2개 이상의 trip 파라미터 센서 출력 값이 pre-trip 설정치

에 도달했음을 가리키는 경보

- 어떤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해 2개 이상 채널의 pre-trip 동

작이 일어났음을 가리키는 경보

2 순위

Yellow

(line 

square)

- 중요 운전원 조치 상황들 중 하나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경고 이전의 경고(the next to the last warning)

- 2개의 trip 파라미터 센서 출력 값이 pre-trip 설정치에 도

달했음을 가리키는 경보

- 어떠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해 2개 채널의 pre-trip 동작

이 일어났음을 가리키는 경보

3 순위

Yellow

(dotted 

line 

square)

- 중요 운전원 조치 상황들 중 하나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경고 이전의 경고전의 경고(any number of warnings 

prior to the next to last warning)

- 하나의 trip 파라미터 센서 출력 값이 pre-trip 설정치에 

도달했음을 가리키는 경보- 어떠한 공학적 안전설비에 대

해 한 개 채널의 pre-trip 동작이 일어났음을 가리키는 경

보

  ⑥ Critical Plant Functions Alarm에 대한 평가

  필수 안전기능 위배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critical function alarm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안을 설문화 하 다. 

  ⑦  LDP Alarm에 대한 평가

  LDP는 발전소 전반적인 상태파악을 지원하고 LDP process mimic 상의 

alarm은 특히 발전소의 비상상태 판단과 우선 주위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전의 평가 실험에서 지적되었던 이 분야의 

현안을 설문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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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Auditory Cue에 대한 평가

  경보 동시 다발 상황에서 경보발생 상황에 대해 우선적 주위를 기울여

야 할 보직이 누구인가를 구별해주는 coding 상의 문제, 동시다발 sound

의 정신적 교란작용의 문제, 및 각 경보음 간의 청각적 구분 능력에 관한 

현안을 설문화 하 다.

  ⑨ Alarm Messages에 대한 평가

  LDP의 가변표시 역 alarm list에 펼쳐진 alarm message는 font의 형

태, font의 크기, 배경과의 조화, 문맥의 구조, 다른 alarm message와의 조

화, 동시 다발 발생시의 scroll로 인한 인식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운전원

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현안을 기초로 

alarm message를 평가하는 설문을 사용하 다.

  ⑩ 경보억제방안의 효과에 대한 평가

  운전원에게 필요이상의 경보가 제공되면 운전원이 처리해야 할 정보량

을 불필요하게 높이고 주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중요한 사항에 집중하는 능

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차세대 제어반의 경보체계에서는 운전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경보는 여러 가지 filtering을 통하여 억제하도록 설계되었

다. 그러나 이전의 평가 실험에서는 이러한 경보 filtering의 부작용으로 

여러 현안이 제기되었는데 이들을 정리하여 설문화 하 다.

  ⑪ 경보에 대한 운전 조치 성능 평가

  경보에 대한 운전원의 운전과정으로서 크게 (1) 경보 인지, (2) 경보에 

대한 조치, (3) 경보를 통한 발전소 상태 파악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

하도록 되어 있다. 경보발생시 운전원은 :

(1) 경보발생을 경보음으로 인지한다. (sound coding에 따라 RO, TO 

alarm 인지)

(2) LDP mimic상에 표시되어 flashing하는 경보 심볼로써 파라미터 및 

콤포넌트의 이상을 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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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 alarm 정보는 variable display 역에 띄워진 basic alarm list

를 감시하여 취득한다. 이때 LDP상에 표시되지 않는 경보는 list를 

보고 확인한다. 

(4) 정보는 variable display 역에 띄워진 basic alarm list를 감시하면

서 workstation 상에 설치된 acknowledge button으로 acknowledge 

한다. 

  경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1) 운전원은 다수 발생 시 prioritized alarm list로 이동해서 우선 

priority 1 alarm들을 감시하고 그 중에 먼저 조치할 alarm을 선택

한다. 

(2) 조치 내용을 파악할 경우 바로 alarm message의 mimic 버튼을 눌

러 해당 계통의 process mimic display로 가서 조치를 취한다. 

(3) 조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alarm message의 ARP 버튼을 눌

러 해당 경보의 ARP로 가서 조치내용을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한다.

(4) 조치 후 process mimic display나 LDP 상에서 feedback을 통한 조

치 결과를 확인하고 cleared alarm을 reset 한다.

  경보를 통해 발전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 chronological alarm list를 이용하여 경보의 발생과 소멸의 추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2) Workstation의 Directory Page에는 system 및 function 별로 label

이 있고 해당 system에 alarm 발생 시 해당 label이 flashing하므

로 발전소 전체적인 경보 발생을 감시 할 수 있다.

(3) 계통별로 경보발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ystem-based alarm list

를 활용한다.  

  이상과 같은 경보에 대한 대응 과정에 대하여 이전의 평가실험에서 나

타난 문제점을 정리하여 설문화 하 다. 

  모든 설문항목에 대해 현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5 point scale 상에 표

시하도록 하 고 특히 부정적 현안에 동의하는 경우 (중립보다 높은 동의 

정도)에는 그 이유와 주석을 추가하도록 설문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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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결과 및 분석 

  4개 운전조(RO, TO, SRO)가 10개의 시나리오 조합을 수행하고 난 후 

각 운전원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현안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SPDS(CFM)을 사용하는 운전원 성능평가

  SPDS(CFM)을 사용하는 운전원 성능평가에 대한 5개의 부정적 설문에 

대해 운전원들은 아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반응했다. 경보로서의 SPDS(CFM)에 관한 운전원의 반응은 긍정

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각 설문에 대한 운전원들의 상세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항목 평균 동의정도

1-1. SPM 경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다 1.73

1-2. SPM 경보 발생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적이 있다. 1.63

1-3. SPM 경보에 대한 사후처리가 힘든 적이 있었다. 1.77

1-4. CFM/SPM 경보와 타 경보간 중복으로 인한 과다 경보발생 

문제가 있었다.
1.90

1-5. CFM/SPM 경보 약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1.70

   SPM 경보에 대한 사후처리가 힘든 적이 있었다고 동의한 피실험자는 

한명이 있었고 그 이유는 CPIAS발생시, Radiation Alarm이 CV에서 직접 

발생하면 쉽게 확인가능 (관련경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10

개의 시나리오 조합 중 6번 시나리오 조합 (SGTR by CPS, LOCA by 

CPS) 후의  운전조의 평균 반응을 제외하고는 기타 시나리오 조합, 운전

조별, 보직별 평균 반응은 CFM/SPM 경보와 타 경보간 중복으로 인한 과

다 경보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나리오 상황

에 따라서는 타 경보간의 중복으로 정신적 부담이 될 소지도 있음을 시사

한다. 

  ② Process mimic과의 통합성 평가

  LDP상에서 경보 발생위치 확인은 평균동의 정도는 2.73으로 대체로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상시 다수의 경보가 LDP 상에 분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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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확인이 힘들다는 입장을 보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조합
운전조 보직 상세의견

3 1 TO 처음에는 확인하지만 비상운전 수행중에는 어렵다

4 2 RO

경보가 한 개만 발생시에는 LDP에서 판별은 유익하지

만 비상, 비정상 발생시 LDP를 쳐다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

5 2 RO 거의 대부분의 Alarm이 LDP상에서 구분이 어려움

5 2 SRO
비상절차 수행 중, 비상운전 수행 중 한두번의 경보는 

구분 

6 2 RO
경보의 수가 소수일때는 LDP에서 발견가능하지만 다수

일때는 LDP에서 발견하기가 힘듦 

7 3 RO
LDP상의 경보는 확인하지 않음 (소리가 나면 Alarm 

List를 확인함)

7 3 SRO 시력문제, LDP의 색상, 모양이 복잡

8 3 SRO
대부분 LDP경보 잘 보지 않음, Variable Display에서 

경보확인후 관련시스템으로 접근함

9 4 RO
동시에 많은경보가 발생하고 수행해야 할 업무가 많을

때

  ③ Alarm Status에 대한 평가 

  Alarm status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alarm을 부주의하게 acknowledge 한 적이 

있거나, alarm 표현 방법이나 format이 발전소의 alarm 상태를 혼동하게 

하거나, alarm의 flash rate를 잘 식별하지 못하거나, new sound, 

reminder sound, cleared sound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원인은 운전원이 경보 상태에 대해 적응이 덜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짧은 훈련일정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경보를 부주의하게 acknowledge 한 적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전체

적으로 동의하 다. 특히 RO의 동의정도가 높은 이유는 시나리오 전반적

으로 RO의 경보 의존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alarm을 부주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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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 한 적이 있었다 라는 상세의견은 표 2.1.23과와 같다.

표 2.1.23 Alarm을 부주의하게 acknowledge 한 경우에 대한 상세의견

시나리오

조합
운전조 보직 상세의견

1 RO 습관적

2 RO Alarm이 계속울리므로 무의식적으로 Ack.

2 TO
손을 버턴에 올려놓고 수행하다 보니 경보음과 동시에 

누르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함

3 RO 시끄러우니 습관적으로 누른다

3 TO 습관적으로 눌러버림

5 RO
사소한 경보의 잦은 발생으로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사

료됨

5 TO
다른작업 수행중 Alarm Ack 버턴이 flashing되어 무의

식적으로 

6 RO 잦은 경보발생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조작

7 RO

경보가 많이 발생했을 때나 경보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이고 무의식적으로 한다. 많은 경보가 쌓이면 R,A,C 

구분이 어렵다

7 TO 비상운전중 경보부하 증가

9 RO
동일경보가 발생, clear, new가 반복되어 경보음이 계

속 발생

9 TO
일단 앞에서 반짝거는것이 보이면 손이 무의식적으로 

간다

10 RO 동일경보가 발생, reset 반복 시

  그리고 alarm 표현방법이나 format이 발전소의 alarm상태를 혼동하게 

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 대체로 중립이지만 경보가 동시 다

발하는 경우에 alarm의 표현방법이나 format이 alarm 상태 구분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이유와 운전원의 개선사항 바램

은 다음 표 2.1.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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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4 Alarm 표현방법이나 format이 발전소의 alarm상태를 혼동하게 

했다는 상세의견

시나리오

조합
운전조 보직 상세의견

1 1 SRO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경보와 Flag의 동시표

시로 정보인식에 어려움이 있음

2 1 SRO
단일색으로 또 근접되게 메시지가 나타나서 기술되어 

있는것을 이해하기 어려움

3 1 TO Flag 너무 많이 발생, Reset경보도 존재함

3 1 SRO

description의 format이 모두 동일하여 우선순위 구분 

어려움, 경보발생시 N,C,R이 어려움, 비상시 다량의 

경보 발생시

4 2 RO
경보명 간략화(긴 경보를 읽기가 어려움), 경보명 앞에 

계통 약어를 표시할 수 있었으면

4 2 SRO 경보다수 발생시 확인하기 어려움

5 2 RO
너무 많은 경보, 경보가 reset되는 과정을 순시적으로 

보여주기 바람

6 2 RO
Alarm을 모두 읽어야하는 번거로움과 경보발생시 해

당계통을 찾아들어야 하는 조작의 번거로움이 있음

6 2 TO
Reset된 경보도 계속적으로 표시되므로 지시되는 경보

가 너무 많음

7 3 SRO Event Alarm 줄수(수량)이 너무 많다

8 3 RO R과 A가 서로 엇갈려 나타날 때

8 3 SRO
경보수가 축적되었을때 항상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경보줄수가 너무 많음

  경보의 표현방법이나 format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alarm message의 의

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거나 중

립의 입장을 보 다. 이들은 대체로 경보 동시 다발시의 문제점, 일부 

message가 너무 길다는 점, message line 수가 많아질 경우 경보 구분이 

모호해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 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의견은 아래표 

2.1.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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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5 Alarm표현방법이나 format이 복잡하여 alarm message를 이해

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상세의견

시나

리오
운전조 보직 상세의견

1 1 SRO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경보와 Flag의 동시 표시로 
정보인식에 어려움이 있음

2 1 TO
Flag의 경우 "CEDM AHU 05C VP-HS-055"라는 메시지이
후에 상태가 표시되지 않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음

2 1 SRO
단일색으로 또 근접되게 메시지가 나타나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움

3 1 SRO
description의 format이 모두 동일하여 우선 순위 구분 어
려움, 경보발생시 N, C, R이 어려움, 비상시 다량의 경보 
발생시

4 2 RO
경보명 간략화(긴 경보를 읽기가 어려움), 경보명 앞에 계
통 약어를 표시할 수 있었으면

5 2 RO
간략하게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시(내용이 너무 길다), 긴 
경보명을 모두 읽어야하는 그런 경보가 많이 있음

7 3 RO
발생한 경보가 상황에 맞게 발생했는지 의문이 감, 많은 
경보에 대해 상황파악이 어렵다(메시지를 다 읽어서 어느 
시스템쪽에 문제가 잇는지 파악해야 하므로)

7 3 SRO Event Alarm 줄 수(수량)가 너무 많다

8 3 RO
줄 수가 많을때 N인지 R인지 쉽게 인식못함, Coding이 어
려움

8 3 SRO
줄 수가 너무 많을떄 N, R쉽게 인식 못함, coding이 어려
움

  경보의 flash rate 식별성은 전체적으로는 중립에 가깝지만 식별성에 문

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대체로 경보의 동시 다발 상황에서 alarm의 

flash rate 식별성이 문제가 되었고 flag 까지 함께 표현되는 것이 식별성

을 더욱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운전원은 씨자체의 색깔로 구분, 주요기기의 동

작으로 음성으로 표시, 깜박이다가 멈춰버리는데 유지시간을 길게할 것, 

Alarm 종류별로 색상으로 구분하는 것들을 의견으로 제시하 다.

  경보의 new sound, reminder sound, cleared sound가 잘 구분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라는 의견에 대한 운전원의 태도는 대체로 중립에 가깝지만 

일부 동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비상운전시 경보의 

동시 다발 상황은 alarm의 new, reminder, clear 상황을 잘 구분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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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며 따라서 비상시에는 정상 발전 상태와는 다른 이원화 내지 다원

화된 경보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경보의 청각적 특성으로 그 중요도(new 우선순위 1, new 

우선순위 2, new 우선순위 3, reminder, cleared 순서)를 구분하지 못한 적

이 있었다라는 의견에는 중립 내지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많았

다.  상세의견 제시자들은 경보의 동시 다발상황에서의 구분의 어려움을 

제시했고 경보 메시지 줄수가 많아질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 다.

  ④ Alarm Priorities에 대한 평가

  경보 우선순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쉽게 이해되지 않

은 적이 있었다라는 의견의 평균동의정도는 2.8로 중립내지는 대체로 동의

하지 않음을 보 다. 상세의견 제시자들은 경보의 동시 다발 상황에서의 

우선순위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실제 경보 발생상황에서는 우

선 순위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경보를 빠짐 없이 주의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⑤ Variable Display Alarm에 대한 평가

항목 평균 동의정도

LDP의 가변표시 역에 나타나는 경보중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alarm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1.67

LDP의 가변표시 역에 나타나는 경보에 대해 운전원이 문제점

을 느낀 적이 있었다.
3.67

  Variable Display Alarm에 대한 평가는 두가지 의견에 대해 운전원은 

첫째, Variable display alarm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운전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Variable display에 Flag까지 표시되다 보니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 다.

  그리고 Variable display alarm에 대해 운전원이 문제점을 느낀 적이 있

었다. 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운전원이 동의했으며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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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동시 다발 상황에서 Variable display alarm으로는 경보 인식이 어렵

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형태(심볼) 코딩보다는 color coding에 의한 구분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flag와 같이 불필요하게 경보 line 수를 늘리는 

요소를 제거하여 경보 line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 다. Variable display 

alarm에 대해 운전원이 문제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상세의견은 다음과 같

다.

- 동시다발적으로 알람 발생과 Flag1, 2 발생으로 중요경보 인식에 많은 

지장초래 (많은 경보 발생시 Flag의 표시는 중요경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줌) 

- 경보의 씨색이 같아서 구분이 어려움

- Clear로 전환된 경보는 경보 디스플레이 상에서 제거되어야 필요한 정

보를 놓치지 않는다. Table상에 Reset버턴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우선순위를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

- 경보창에 너무 많은 경보가 동시 다발적으로 표시되어 인지가 어려움

- Symbol은 거의 보지 않음, 씨 자체의 색깔이나 바탕색으로 구분

- 다량의 경보 발생시 경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시간 소모

- 너무 많은 경보발생 및 실제 LDP 보다 CRT Alarm에 접근하기가 쉬

움

- 다수 경보 발생시 CRT 경보를 이용하는것이 더 편함

- 1~2개 경보 발생시는 만족하나 많은 경보 발생시 상황파악이 어렵다

- 정상운전 중 특별한 문제점 없음, 비상운전 중 Alarm 부하의 증가 시 

신속한 경보확인 문제

- Event Alarm 줄 수(수량)가 너무 많다, 내용을 읽을 때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한눈에 발전소 전체의 경보형태를 볼 수 있어야 한

다

- 같은 형태의 경보가 축적됨, N, C, N, C가 반복됨, 경보 줄 수를 최소화

하는 방안 필요 (조치용 경보와 분석용 경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비상상황과 같은 많은 경보 동시 발생 시 경보내용을 일일이 확인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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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Critical Plant Functions Alarm에 대한 평가

  Critical function alarm을 통해 발전소의 critical safety function에 미치

는 향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운전

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⑦ LDP Alarm에 대한 평가

  LDP 경보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질문을 하 다.

항목 평균 동의정도

LDP alarm을 통해 발전소의 비상 조건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2.53

높은 우선순위의 alarm이 발생했을 때 LDP alarm이 우선 주위

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도록 지원하지 못했다.
2.53

  

  LDP alarm을 통한 발전소 비상조건인식에는 대체로 어려움이 없으며 

우선순위 alarm 의 발생부분을 찾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상운전시 LDP를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LDP alarm을 통

해 발전소 비상조건 파악에 어려웠다는 의견과 타 정보하고 뒤섞여 시각

적으로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리고 높은 우선순위의 alarm

이 발생했을 때 LDP alarm이 우선 주위를 기울여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도록 지원하지 못했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

다. 일부 운전원은 현재의 우선순위 구분 형태 다음과 같이 coding이 명확

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 식별이 어려움

- 시각적으로 잘 구분되지 않음

- 경보 설명 읽고 이해하는데 급급했으며 우선순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우선순위가 높은 경보가 발생했을 시 LDP Alarm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음,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도 신경이 쓰인다.

- 우선순위가 높은 경보가 발생했을 시 LDP Alarm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음,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도 신경이 쓰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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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m 발생시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것보다 내용을 보고 System 

Mimic을 찾아감

- 우선순위 표시확인에 순간적으로 햇갈림 (채워진 사각형, 안 채워진 

사각형 구분이 모호)

  ⑧ Auditory Cue에 대한 평가

  청각적 coding에 의해  RO, TO 의 보직별 구분 부담이나 silencing 버

튼 조작부담은 대체로 양호하나 경보의 동시 다발 상황에서의 구분 성능

에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평균 동의정도

RO, TO의 보직별 경보음이 구분되지 않아 운전원 인식의 부

담이 여전하다.
2.31

Continuous 경보음 대신 Momentary Sound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Silencing 버튼 조작의 부담이 여전하다.
2.52

각각의 경보음의 청각적 특성(음 높이, 지속시간, 강도)에도 불

구하고 각각의 경보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
3.13

  첫째,  RO, TO의 보직별 경보음이 구분되지 않아 운전원 인식의 부담

이 여전하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 의견 제

시자들은 동시 다발 경보 발생시의 구분 모호성을 들었다. 

  둘째,  Continuous 경보음 대신 Momentary Sound를 사용했음에도 불

구하고 Silencing 버튼 조작의 부담이 여전하다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

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 운전원 들은 acknowledge 버튼이 여러개라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셋째, 각각의 경보음의 청각적 특성(음 높이, 지속시간, 강도)에도 불구

하고 각각의 경보가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 의견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 

입장이지만 일부 운전원들의 동의 의견이 많았다. 비상 운전시 경보음의 

청각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상운전시 다량의 경보 발생음, Flag 소리, 

Clear음이 산재되어 발생하므로 구분이 불가하고 또한 조치 작업에 몰두

한 나머지 구분 여력이 없으며 경보의 지속시간이 짧다는 의견도 3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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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Alarm Messages에 대한 평가

  Alarm message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체로 중립적 입장이지만 다중 경보의 동시 발생시 경보내용파

악의 문제점을 제시하 다.

항목 평균 동의정도

Alarm message가 필요할 때 바로 access하지 못한 적이 있다. 2.70

Alarm message를 access할 때 화면의 다른 정보와 뒤섞여 쉽게 

인지하지 못했다.
2.97

다중 경보가 동시발생 했을 때 경보화면에서 발생한 각각의 경

보 파악하지 못했다.
3.29

시스템 파악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정된 위치에 

Window 타입의 Alarm창을 을 표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도움

이 될 것이다.

2.70

- Alarm message가 필요할 때 바로 access하지 못한 적이 있다

  대체로 중립적 입장이나 일부 운전원들은 clear 된 alarm이 사라지지 않

고 남아서 필요한 경보 message access를 어렵게 하는 문제, 다중 경보발

생시 access 문제, 경보 message line 수가 많아졌을 때의 access 문제를 

들었다. 

- Alarm message를 access할 때 화면의 다른 정보와 뒤섞여 쉽게 인지하

지 못했다

  대체로 중립적 입장이지만 일부 의견 제시자들은 다중 경보 발생 시 경

보 message line이 많아져서 access 하기 힘든 점과 scroll 특성으로 화면

정보를 확인하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므로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제시하

다. 

- 다중 경보가 동시발생 했을 때 경보 화면에서 발생한 각각의 경보를 파

악하지 못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 중립이지만 동의의견 제시자가 많았다. 일부 

운전원들은 긴 경보 message를 읽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차례대로 읽

어서 어떤 계통에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됨으로 다른 중요 

작업에 부담이 됨을 지적하 다. 경보 줄 수 과다(공간적 구분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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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와 경보의 line 수도 지적하 다. 

- 시스템 파악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정된 위치에 Window 타입

의 Alarm창을 을 표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 다. 따라서 운전원들은 대부분 기존 제어반

에서 채택하는 고정된 위치의 window type alarm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⑩ 경보억제방안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경보 억제 방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설문에 대해 대

부분 긍정적 의견을 보 다. 다만 억제됨에도 불구하고 경보와 Flag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과 Reset경보도 존재하여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

이 있었다.  

항목 평균 동의정도

어떤 부분의 오류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보 중 운전원의 대응이 

필요 없는 부분의 경보는 억제되도록 설계되었다. 어떤 부분의 

오류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보 중 억제되지 않은 경보가 있었다.

2.21

어떤 부분의 오류의 결과로 발생되는 경보 중 운전원의 대응이 

필요 없는 부분의 경보는 억제되도록 설계되었다. 억제된 경보 

중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이를 놓친 적이 있다.

2.17

어떤 변수의 경보가 발생된 상태에서 그보다 더 severe한 경보

가 발생하면 덜 severe한 경보는 억제되도록 설계되었다. 덜 

severe한 경보 중 억제되지 않은 경보가 있었다.

2.23

어떤 변수의 경보가 발생된 상태에서 그보다 더 severe한 경보

가 발생하면 덜 severe한 경보는 억제되도록 설계되었다. 억제된 

경보 중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이를 놓친 적이 있다.

2.27

해당기기(펌프, 밸브)의 상태에 따라 관련된 경보가 경보로 고려

될 필요가 없을 때 경보를 억제하도록 설계되었다. 해당기기의 

상태에 따라 경보로 고려될 필요가 없는 경보 중 억제되지 않은 

경보가 있었다.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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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경보에 대한 운전 조치 성능 평가

  경보에 대한 운전원의 조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6가지의 설문을 사용

했는데 운전원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항목
평균 

동의정도

경보음을 들었을 때 그 것이 RO 것인지 TO 것인지 구분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
2.63

LDP 상에 표시되지 않은 경보를 list를 통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2.40

Prioritized alarm list에서 우선 조치를 취할 alarm을 선택하는데 어

려움을 느꼈다.
2.30

chronological alarm list를 통해 경보의 발생과 소멸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2.63

Workstation의 Directory Page에서 flashing 하는 label이 발전소 전

체적인 경보발생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30

system-based alarm list를 통해 경보발생 상황을 계통별로 파악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2.27

- 경보음을 들었을 때 그 것이 RO 것인지 TO 것인지 구분되지 않은 적

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 운전원들은 주로 다

중 경보의 동시 발생시 조치 업무에 집중하느라 경보음의 RO, TO 간의 

구분이 잘 안되었음을 지적하 다.  

- LDP 상에 표시되지 않은 경보를 list를 통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느

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소수 의견 제시자들은 다

중 경보 동시 발생시, 경보 line수 과다 등의 원인을 들었다.

- Prioritized alarm list에서 우선 조치를 취할 alarm을 선택하는데 어려움

을 느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소수의견 제시자들은 우선

순위 높은 alarm이 동시 다발하는 상황이나 비상상태 발생시 우선순위 알

람보다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 필요할 때 alarm 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 Chronological alarm list를 통해 경보의 발생과 소멸 상태를 파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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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8번 시나리오 조합과 3번 운전조를 제외하고는 대

체로 동의 하지 않았다. 운전원들은 경보의 발생과 소멸 상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주로 비상운전시나 경보 다량 발생시 List 수가 너무 많아져  

문제로 보았다. 

- Workstation의 Directory Page에서 flashing 하는 label이 발전소 전체

적인 경보발생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소수 

의견 제시자들은 경보 다발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 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소수 의견 제시자들은 경

보 다발 상황에서의 우선조치할 사항이 많은때 문제점을 지적하 다.  그

리고 전체 발생된 경보를 파악할 수 없다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 다. 

- system-based alarm list를 통해 경보발생 상황을 계통별로 파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다. 

(라) 결론

  이상의 평가결과와 평가에 대한 운전원의 사유를 종합하면 현재의 

alarm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1. 경보로서의 SPDS(CFM)에 관한 운전원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LDP상에서 경보 발생위치 확인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상시 다수의 경보가 LDP 상에 분포할 때는 확인이 힘들다

는 입장을 보 다. LDP 상에 추가로 발생되는 alarm은 기존 alarm

에 뒤섞여 운전원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운전원의 주의를 끌기 위

한 flashing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3. Alarm status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alarm을 부주의하게 ac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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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있거나, alarm 표현 방법이나 format이 발전소의 alarm 상

태를 혼동하게 하거나, alarm의 flask rate를 잘 식별하지 못하거나, 

new sound, reminder sound, cleared sound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원인은 운전원이 경보 

상태에 대해 적응이 덜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짧은 훈련일정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4. 경보 우선순위의 이해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경보의 동시 다발 상황에서의 우선순위 구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 Variable display alarm에 대해서는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부

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부 다른 문제점을 제시하 다. 경

보 동시 다발 상황에서 variable display alarm으로는 경보 인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형태 (심볼) 코딩보다는 color coding에 

의한 구분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flag와 같이 불필요하게 경보 

line 수를 늘리는 요소를 제거하여 경보 line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

다. 디스플레이 상에서 alarm의 우선 순위가 쉽게 구별되지 않았

고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key 

hole effect 현상도 일부 관찰되었다. variable display alarm과 WS 

alarm 사이의 정보가 서로 다를 때 어떤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를 판

단하는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이 문제는 컴퓨터시스템의 문제

에 기인한 것 같다.

6. Critical function alarm을 통한 발전소의 critical safety function 인

식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LDP alarm을 통한 발전소 비상조건 인식에는 대체로 어려움이 없으

며 우선순위 alarm 의 발생부분을 찾는 것도 대체로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8. 청각적 coding에 의해  RO, TO 의 보직별 구분 부담이나 silencing 

버튼 조작부담은 대체로 양호하나 경보의 동시 다발 상황에서의 구

분 성능에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청각코딩 중 음

의 세기는 귀에 거슬릴 정도이며 SRO와의 대화를 방해하는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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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9. Alarm message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적 입장이지만 다중 경보의 

동시 발생시 경보내용파악의 문제점을 제시하 다.

10. 경보 억제 방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 의견을 보 다. 

11. 경보에 대한 운전원의 조치 성능에 대한 운전원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통해 경보시스템에 대한 운전원은 전반적으로 정상

운전 상황에서의 현 경보시스템에는 만족하고 있으나 비상운전시 특히 경

보의 동시 다발 상황에서는 alarm status 구분, LDP상에서 alarm 발생위

치 확인, 경보 우선순위의 이해도, 청각적 coding의 불만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존 제어실의 경보 창과 같은 고정된 

Window type의 경보가 추가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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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HRA 입력자료 평가

1. HRA 기술현황 분석

가. HRA 입력자료 평가 개요 

  원전의 설계과정에서 인적 오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기술분

야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이하, PSA)의 일부분으로 수행되는 인간신뢰

도 분석(이하, HRA 병용함)과 인간공학 설계의 확인 및 검증(이하, V&V)

이라고 할 수 있다[2.2-1]. HRA에서 파악된 중요한 오류 가능성은 인간-

기계 연계 체제(Man-Machine Interface : 이하 MMI) 등의 설계에서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 최종적으로 V&V 과정에서 인적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설계가 달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증

거를 제공한다[2.2-2]. 그 결과가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 분석 보고서(SAR)

의 중요한 chapter로 제출되고 있다[2.2-3]. 그러나, 실제로 HRA는 주로 

PSA의 정량적 평가를 지원하는 데 집중되고 있으며, 인간공학적 확인 및 

검증은 매우 종합적인 차원에서 운전원의 수행도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인적오류에 대비한 업무들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2.2-4]. 이러한 문

제의 원인은 HRA에 활용된 기법의 낙후성과 MMI 설계과정에서 다른 인

간공학 활동과 HRA분야 업무방식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본 과제는 차세대 원자로(이하, APR1400 병용함) 설계를 보완할 수 있

는 설계요소개발의 일부분으로 HRA와 관련된 기술현황분석을 통하여 문

제점을 분석하고, HRA 기법의 특성에 따라 이미 제출된 평가결과 및 인

적오류사례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이에 따른 후속업무로 

HRA 입력자료 재평가 작업을 수행하 다[2.2-3]. 

나. 기술현황 분석

  본 과제에서 수행된 HRA 보완의 기본적인 맥락은 MMI 설계와 관련된 

집중화된 재평가 기법을 마련하고, 사례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ATHEANA와 CREAM 기법들의 제안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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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일부 수용하 다[2.2-5]. 이제까지 HRA의 실무에 활용된 기법으로는 

THERP, SLIM/MAUD, HCR/TCR, ASEP 등이 있었다[2.2-3]. 이들은 전

문가의 주관적 평가나 실험적 자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대부분 THERP의 

맥락을 따라 SHARP와 같은 업무수행체계를 가진 것이다. THERP는 

1960년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 초에 대대적인 보완과정을 거쳤지만, 근본

적으로 기법의 기본체계가 낙후되었고 차세대와 같은 설계에 쓸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부적합하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과 기법의 낙후성

에 대한 지적은 최근 계속되고 있으나, 확연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

고 있다. 기존 HRA 기법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세부 직무 분할의 배경이 행동 단위에 국한되어 있다.

- PSFs의 처리가 제한적이다 : 각 요인에 대한 평가가 상황과 무관하

게 고정적이고, 각 향 요인의 변화를 민감하게 고려하기 곤란하다.

- 시나리오에 대한 반 이 부족하다.

- 운전 경험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수행오류(EOC) 가능성의 평가가 

불충분하다.

- HEP 기초자료의 낙후성 : 1960년대 군수산업의 보수관리 분야의 오

류사례 자료를 기반으로, 1980년대에 전문가 평가 방식에 의해 주관

적으로 외삽(extrapolation)한 것이다. 

- HRA 평가 결과로 제어실 설계 등 설계분야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

공이 미흡하다.

- 평가 절차의 민감도가 부족하다. 즉, 직무 및 직무 환경, 설계의 변화 

및 시나리오의 변화에 대한 평가절차상 혹은 평가 결과에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현안들의 대부분은 차세대 원자로 설계와 관련되어 있으나, 차세

대 원자로 설계에서 시급한 현안 항목은 MMI 설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

른 HRA에서의 반 이 미흡하다는 것이므로 제어실 설계와 관련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2.2-3]. 또한 수행오류와 관련된 문제가 운전실적에서 

빈번하게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 이 미흡하다는 것이 차세대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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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2.2-6].

다. 요건분석

  본 연구에서는 HRA 입력자료 재평가를 위하여 차세대 원자로의 특성

을 반 할 수 있는 새로운 HRA 평가 기법을 개발하 다. HRA기법에서 

보완이 필요한 현안들 중에서 본 과제에서는 제어실의 MMI 설계의 변화

에 따른 관련 현안을 주로 보완하는 기법을 우선적으로 개발하 다. 본 과

제에서 채택한 인간신뢰도분석 보완의 기본적인 맥락은 최근 US NRC에

서 개발 제안된 ATHEANA[2.2-7]에서 인지적 오류에 대한 분석을 보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CREAM의 제안[2.2-8]을 참고하 다. 기존의 인

적오류 가능성 평가가 드러내는 한계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적오류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기법의 방법론은 간략히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같지만, 기법의 보완은 대체로 정성적인 오류 가능

성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의 HRA에서 고려되어야 할 향요소

(PSFs)의 반 문제를 다루려는 것과 유사하다[2.2-4] 또한, 구체적인 절차

는 사례 적용 결과와 HRA 및 PSA의 활용가능성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

를 활용하여 보완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첨단 제어실 도입에 따른 기기의 특성 및 파급에 따른 

오류 가능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세부적인 방법론의 기반으로 기본 개념

상으로 몇가지 전제를 두고, 인적오류 분류체계(Error Taxonomy)와 분류

체계를 활용하는 실무절차를 제안하 다[2.2-9]. 인적오류 가능성 분석을 

보완하기 위한 기법의 기본 개념에서 전제조건들은 다음 표 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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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HRA 기법의 보완을 위한 기본 개념

① 어떠한 경우에도 오류는 운전원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지는 

않는다. 근원적인 오류의 원인은 반드시 오류 행위를 실행하는 본인의 

외부에서 제공된다.

② 수행도(performance)와 오류 가능성의 측면을 분리하여 오류 가능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다. 

③ 정량적인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정성적인 오류의 경우를 도출한다.

④ 직무의 논리적 구조를 추적하여 운전원 개인의 정보처리 요건을 분석

한다. 이는 인지적인 특성을 반 한 오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

수적이다.

⑤ 직무의 시나리오 의존성에 대한 고려 등 상황적인 오류 가능성에 대하

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⑥ 결과적으로 오류가 계통과 전체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을 고려

하여 현실화된 오류 가능성을 도출하도록 한다.

⑦ 운전원의 직무 수행 편의성은 오류에 대한 별도의 대비조치가 없는 경

우에는 오류 가능성과 관계된다. 

2. HRA 입력자료 재평가 기법 개발

가. 인적오류 향요소(ESFs)

  제어실 기기 관련 오류 가능성 평가란 제어실에 도입된 기기의 오류 및 

기기의 특성과 한계에 의하여 파급된 인적 오류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과

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기 문제점에 따른 운전원 오류에 관

심을 두고 기기 결함(fault)과 특성(characteristics)에 따라 운전원 등의 오

류관련 특성들이 결합되는 파급 오류의 가능성을 적시하는 방식이다. 기기

들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2.2-10, 2.2-11]. 보다 향상된 HRA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오류의 가능

성을 검토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HRA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HRA 기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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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오류 가능성 분석의 차원에 운전원 자신의 개인적인 원인에 의

한 오류, 문화 및 배경적 원인의 오류, 의사소통 및 조직 오류, 의사결정 

오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다음 표와 같은 범위의 분석을 모두 포함

하도록 전체적인 분류체계가 개발되어야 완전한 HRA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표 2.2.2 오류 가능성 분석의 차원

0. 운전원 자신의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오류

1. 제어실 기기 오류 및 파급 오류

2. 계통 및 기기 파급 오류

3. 조작 행위 오류 : Slip

4. 감시(지각) 오류 : SA의 상실

5. 의사결정(인지) 오류 : 

6. 의사소통 및 조직 오류

7. 문화 및 배경적 원인의 오류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HRA를 보강하기 위한 오류 가능성 분석 절차로 

MMI설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제어실 기기 오류 및 파급 오류에 대하여 

집중된 오류 향요소를 재평가를 위하여 제안하 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특성과 MMI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오류 향요소의 분

석을 지원하고 있다. 

나. 인적오류분석 분류체계(Taxonomy)

  정성적 오류 가능성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는 앞에서 보는 예와 같은 분

야로 세분화되어 HRA의 분석 실무과정에서 쓸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의 

분류체계를 개발하 다[2.2-9, 2.2-12]. 다음 표 2.2.3은 차세대 원자로 설

계에서 MMI 기기들에 따른 인적오류 가능성 분석을 위한 분류체계를 예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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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요건
직무요건

오류가능성 분류체계(가능오류유형)

신체특성 인지특성
조직특성

사회적특성

MMI기기기본
조작행위

기기부담요인 기기결함요인

기기특성

인간 특성

가능직무오류
유형

그림 2.2.1 제어실 기기 관련 인적오류 가능성 분석 체계

다. 수정된 HRA 절차

  위의 표 2.2.3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분석 체계는 제어실 기기 오류 및 

파급 오류에 대하여 집중된 오류 가능성 분석의 분류체계이다. 이러한 분

류체계를 기반으로 제안된 실무수행 절차는 기존의 HRA 기법에 비하여 

구성의 변화 및 세부 항목에서도 몇가지 보완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변화된 세부 업무항목은 정성적인 오류 가능성 분석을 위한 

업무와 정량화 절차이다. 이 두가지는 제안된 보완 기법의 핵심이다. 

◦ 업무 연계성을 위한 업무 절차의 보완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제안된 기법에서 MMI설계 및 PSA업무와

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다. MMI설계 및 PSA/HRA와의 연계성을 위한 

업무 절차의 보완내용을 현재 수행중인 해당 기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요

약하면 다음 그림 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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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운전원 오류 유발 기기적 결함의 분류체계

기기 특성 및 파급 운전원 조치 단계 오류 가능성

공간 제약, 순차적 접
근

시스템과 process 상태 모니터
 keyhole 향(단계별 정보의 제공은 무시

된 채 취합, 집적된 정보만을 제공)

제어기(계통)선택 및 불러오기 제어루프를 잘못 선택할 경우 복구 가능성 
희박

시스템과 process 상태 모니터
제어기(계통)선택 및 불러오기 검색(조치)항목의 누락, 반복, 오순서 

정보/접근 공유 및 다
양화 

시스템과 process의 반응 모니
터

 운전원간 선호하는 자극-반응 프로토타입
차이를 알지 못하면 다른 운전원이 이미 

행한 조치를 알 수 없음

다중루프로 프로그램
화된 컨트롤러 .시스템과 process 상태 모니터

.제어기(계통)선택 및 불러오기

빠르고 연속적으로 제어조치로 인한 시

스템 충돌

loss-off  activation error(직무의 일시중

지와 다시 시작)

정보 및 접근 공유에 의해 다른 운전원이 

이미 행한 조치를 알 수 없음
복구의 가능성 희박

검색(조치)항목의 누락, 반복, 오순서 

mode error

 운전원 조치시점 : 
HSI 반응시점 : 
제어계통 반응시점 

차이

시스템과 process 반응 모니터 loss-off activation error

시스템과 process 반응 모니터 overreact error

시스템구성요소 및 
변수들의 심볼, 
표시문자, 외양의 

유사성

제어기(계통)선택 및 불러오기 description error

selection display와 
input field 간의 
매칭확인 필요

제어기(계통)선택 및 불러오기 mode error

컴퓨터 인터페이스 
와 
제어변수/구성요소의 

심볼 유사성

제어값 제공 description error

setpoint 조정, 
연속변수 입력값 

변경
제어값 제공

입력 오류(typing  error)

입력 오류

nulling 문제

시스템구성요소 및 
변수들의 배치 
유사성

시스템과 process 모니터,
제어기(계통) 선택과 불러오기 description error

표시장치와 

제어장치의 비근접성
시스템과 process모니터,
제어기(계통) 선택과 불러오기

mode error

description error

수동적(passive) 특성 시스템과 process 모니터 diagnosis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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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설계분야

(KOPEC)
(HRA 업무) (HFE 업무)

MMI설계분야

(KEPRI/KOPEC)

2단계

설계

업무

(기수

행)

주요 

설계기준 

사고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평가

- nominal HEP 부여

- Screening

(개념 설계 기준 

및 요건 분석)

직무 및 환경 

등에 대한 기본 

가정

인적오류 

향 평가

- 주요 오류 선정

- HEP 계산 
(HEP 상세 분석)  

3단계

설계

업무

(과제)

- 주요 인적 오류 사건

  직무 선정(변경)

직무분석 및 

Design Basis
- 오류 가능성 검토 및 

직무분석

- 주요 오류 향 요인 

(PSFs) 선정 및 

분석체계 개발

MMI 및 환경

설계 특성

확정

(PSA/HRA 

재평가)

(차세대 설계 HEP 

재계산/ HRA 

재평가)

- HEP 재평가 기준 제시

- 차세대 설계의 HEP 

입력자료 도출

확인 및 검증

SSAR 수정 

보완(?)
(SSAR 근거 자료) - SSAR 근거 기술보고서

오류 가능성의 

확인 및 검증

그림 2.2.2 HRA 관련 업무 분장체계

  MMI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중요시되는 인적오류 가능성 분석은 

HRA의 일부분으로 수행되므로, 전체 PSA/HRA 업무 및 NUREG-0711에

서 제안하는 다른 인간공학 업무들과 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다[2.2-2]. 

다음 그림 2.2.3 인적오류 분석의 업무체계로, 제안된 인적오류 가능성 분

석 업무의 구성과 기타 연계업무들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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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직무오류 도출

인과구조분석

HF조사
  -기기실사:기기특성검토
-인터뷰: 오류경험검토

-기타 :훈현, 조직, 안전문시

오류가능성분류체계
-오류현상
-오류분류 :기기특성

   인간특성

 요인/중요도 평가
-AHP

-Fuzzy System

PSA/HRA

정량적 평가
-HEP

설계
-계통
-I&C

-제어실(*)
-절차/훈련

-기타

-COA : Critical Operate Action
-ESF : Error Sahaping factors
-AHP :Analytical Hierachical  Process
-HEP : Human Error Probability

시나리오분석
-직무분석
-ESFs

그림 2.2.3 인적오류 분석의 업무 체계 

  본 연구에서는 HRA 입력자료의 재평가를 연구범위로 하 지만, HRA

가 실무적으로 많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수행되므로 이들에 대한 고려가 

검토되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HRA 재평가 기법의 업무체계

에 대한 단계별 세부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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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HRA보완을 위한 업무체계의 단계 및 세부 업무

순서 분석단계 세부 분석 업무 내용

1

제어실 등 

인적 요인 

조사

. 제어실 기기의 특성 - 오류 유발 또는 파급 오류 가능성

. 현장 기기 및 현장 상태

. 절차서 및 훈련

. 조직 및 운  안전 문화

2
주요 시나리오 

분석

. 안전성 관련 주요 시나리오의 가정 및 오류 개입

. 직무 내용 : 절차서

. 관련 기기 및 유사 직무의 운전 경험 검토

. 직무 의존성 및 오류 형성 요인 조사

3
발전소 정보의 

수집

. 계통 설계 자료 : 변수 및 기기 특성

. 계통 운전 기준 및 계통 운전 절차서

. 보수/시험 기준 및 절차서

4

오류 가능성의 

초안 목록 

도출

. 오류 프리즘의 적용

. 경우의 수 도출

. 가능성 여부에 대한 확인

. 각 경우에 대한 오류 형성요인 목록

5

각 오류의 

안전성 파급 

평가

. 해당 오류 시나리오의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 오류 시나리오에 따른 현 설계의 계통 상태 평가

. 오류 가능성의 정량적인 평가 : 

    - 기존의 기법 THERP 및 HEP/PSFs 적용?

. 안전성 평가 및 설계 보완 항목 목록 도출 : 

    - MMI, 계통 기기, 기준, 절차, 훈련, 

6

오류 가능성의 

목록 수정안 

도출

. 오류 프리즘의 변경 : 축약 및 보강

. 경우의 수에 대한 재조정

. 각 경우에 대한 발생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 각 경우에 대한 오류 형성요인/인과적 오류 구조 도출

라. 정량적 분석의 연계를 위한 오류 확률의 명목치 부여

  전체 분석체계를 표시한 그림 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된 분석기

법은 절차서, 시나리오 및 발전소의 계통 정보를 토대로, 직무 분석을 통

해 운전원의 직무 수행구조와 특성을 파악, 기기 특성 및 결함에 의해 발

생 가능한 운전원의 오류 가능성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작성, 해당 직무의 

오류가능성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출된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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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quantification)는 정성적인 분석 결과를 전체 안전성 판단에 결합하

여 다른 분야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과정으로 PSA나 다른 업무

를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오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범

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screening하여 각 중요도에 따른 상세 분석 및 

설계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2.2-5]. 

  따라서, 제안된 기법은 기기에 의해 유도된 새로운 오류 가능성을 분석

한 것이므로 적절한 기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는 오류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개괄적인 판단만이 가능하다. 정량화

는 다음 표 2.2.5에서 제안된 4가지 수준의 개괄적인 정량화 기준에 따라

서 착수되고 전체 HRA 및 PSA 과정은 물론 HSI 설계자들의 판단과 결

합하여 반복적으로 screening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하 다.

표 2.2.5  HEP 명목치 및 할당 기준

 HEP 명목값 할당기준

0.5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다수 인정되는 오류

0.1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인 경우

0.01 가능한 오류이나 발생 확률이 의심되는 경우

0.001 가능한 오류이나 발생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신되는 경우

  정량화 기법은 기존의 HRA 기법이 가진 불확실성 추정 수준의 인적오

류 가능성 분석을 세분하고 확대하여, 수행오류나 다른 오류 개입의 가능

성을 분석하도록 제안된 것이다. THERP 등에서 "Fail to Do something"

과 같은 주어진 기능 수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확률 추정과 배치되지 않으

면서, 차세대 원자로와 같은 HSI 설계의 효과를 반 할 수 있는 분석과정

이다[2.2-9]. 현재로서는 제어실 기기와 관련된 오류 가능성의 범위를 추

적하지만, 기기의 결함 가능성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screening 절차에서 HRA/PSA의 연계가 필요하다[2.2-13]. 



- 144 -

3. MMI 설계의 오류 가능성 분석

가. MMI 기기의 기능 및 구성

  APR1400에서 사용되는 MMI 기기의 종류는 표 2.2.6과 같다. 먼저 대형

정보화면은 그림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8개의 LDP(Large 

Display Pane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4개의 섹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 미믹 섹션(Fixed Mimic Section)은 2개의 대형 LDP로 구성되어 발

전소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중요 변수 및 부품의 

상태를 나타내며, 그 상단에 발전소 운전모드, 원자로 및 발전기의 출력을 

나타내는 plant overview section을 포함하고 있다. CFM/SPM/BISI 섹션

은 발전소의 상태 및 안전에 관련된 변수를 나타내고 1개의 LDP로 구성

된다. 경보 섹션은 워크스테이션의 CRT 상에 나타나는 경보와 동일한 내

용을 표시함으로써 운전원들을 지원하고 2개의 LDP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변수 섹션은 RO나 TO가 발전소 이상상황이나 이상변수에 대하여 

SRO와 의견을 교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LDP에 그에 해당하는 내

용을 표시함으로써 용이하게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

며, RO쪽에 1개, TO쪽에 2개의 LDP로 구성되어 있다.

  LCD 워크스테이션 스크린은 고전의 MCR에서 운전원들이 발전소의 상

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었던 작업패널을 대신하는 수단인 만큼 차세

대 원전의 MCR에서 가장 중요한 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LCD는 운전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 공정을 감시하는 것을 지원하

고, 의사결정이나 공정이나 부품의 제어, 진단과 같은 종합적인 직무를 지

원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종이절차서가 아닌 전산화절차서(CPS ; 

Computerized Procedure System)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RO와 TO 앞쪽에 각각 4개씩의 LCD 스크린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RO와 TO의 뒤쪽에 위치한 SRO도 마찬가지로 4개

의 LCD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크스테이션의 마우스는 각 LCD에 대하여 1개씩 부착되어 있고 차세

대의 MCR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사용되는 제어수단으로서, LCD 상에 표

시되는 여러 정보를 선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제어가능한 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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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또한, LCD의 공간 제약상 여러 페이지로 나누어

져 있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용하여 페이지간의 이동이 가

능하다.

  확인 스위치(confirm switch)는 운전원이 LCD와 마우스를 통하여 중요

한 공정이나 부품에 상태변화를 주는 제어를 가하 을 경우, 운전원의 조

작행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과정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서, 반드시 

그 스위치를 조작해야만 이전에 취한 제어조작이 시스템에서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모두 4가지 종류의 신호가 있기 때문에 각 LCD 앞에 4개의 

스위치가 장치되어 있고, 이는 운전원이 어느 위치에서도 스위치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정위치제어(Fixed Position Control)스위치는 수동기동이나 수동제어를 

지원하고, 디지털 I&C와는 다른 점을 제공하며, minimum inventory 

control switch, CMF position 스위치, 수동 ESF 시스템 수준 기동 스위

치, 수동 원자로 정지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6 APR1400 MCR의 MMI 장비의 기본적 기능 및 구성

기기 명칭 기본적 기능 구성 및 개수

Projected Screen 

(LDP)

발전소의 전체적인 상황을 표시

발전소의 안전에 관련된 중요변수표시

경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운전원들간의 교신을 위한 정보의 표시

fixed mimic section (2)

CFM/SPM/BISI section (1)

alarm section (2)

variable section (3)

LCD Workstation 

Screen

(IPS CRT)

공정의 감시, 의사결정, 제어, 진단과 같

은 운전원의 가장 우선적 직무 지원

CPS 수행지원

RO (4), TO (4),

SRO (4)

Mouse LCD 상에 표시되는 정보의 선택 및 표시

제어 가능한 공정 및 부품의 제어

각 page 로의 이동 (navigation)

RO (4), TO (4),

SRO (4)

Confirm S/W 주요부품의 제어시 재확인을 요하는 경우 RO (16), TO (16)

Alarm 

Acknowledge S/W

alarm 이 발생하 을 경우 acknowledge 

했다는 것을 확인

RO (4), TO (4)

Fixed Position 

S/W

부품이나 시스템의 수준을 수동으로 조작 minimum inventory control

CMF position control

manual ESF actuation

manual reactor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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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LDP 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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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워크스테이션의 Layout

나. Large Display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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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rge Display Panel(LDP)의 기본기능

  LDP 는 주제어실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LDP의 간략성과 고정된 

형식은 발전소의 상황을 쉽게 지각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LDP는 발전소의 안전기능, 운전양식, 주요 운전변수와 상태 및 추이에 대

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워크스테이션에 의

해 제공되는 상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LDP에 의해 제공되는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APR1400을 안전한 운전상태로 유지할 수 있

도록 한다. LDP 상에 제공되는 정보는 앞에서도 분류한 것과 같이 다음

과 같이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 CFM/SPM/BISI section

  - Fixed Mimic section,

  - Variable Display section

  - Alarm and Event List Display section

  이러한 LDP의 기본적인 기능을 운전상의 역할을 나타내는 운용적 기능 

및 MMI 기기 자체의 기능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 운용적 기능

- 운전원들이 발전소 수준의 상태를 인지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 운전원들간의 협조체제나 직원들간의 통신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

고, 운전원들의 교대운전시 정보교환을 지원한다.

- 운전원들의 안전기능 및 success path 정비를 지원하고 운전원들이 

안전하게 shutdown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PRA/HRA에서 평가된 중요한 운전원의 행동을 지원한다.

- 표시장치의 병렬표시에 대한 형태 인식이 용이하도록 주요 발전소 정

보를 표시함으로써 재래식 주제어실의 장점을 유지한다.

- VDU의 사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tunnel vision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발전소 경보와 event의 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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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세하게 발전소 정보를 제공한다.

  ◦ MMI 기능

- 어느 장소에서나 직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화된 디스플

레이 및 미믹을 제공한다.

- 운전원들이 발전소나 공정의 모든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한다.

- 운전원들이 전반적인 발전소의 상태 및 중요한 상태변화를 인지하고, 

발전소의 상태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사소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

어야 한다.

- 정보를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간략한 형식으로 제공

함으로써 전체적인 상황을 묘사할 수 있다.

- 운전원이 신속하게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빠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미믹의 형태는 부품들간의 기능적 관계를 이용하거나 정보검색과 발

전소 감시에 대한 정보들을 조직화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원

들의 수행도를 강화할 수 있다.

- LDP는 수동 제어의 사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 전반적으로 LDP 상에 나타나는 모든 정보들은 워크스테이션의 디스

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다.

- LDP 상의 모든 정보와 문자, 기호 및 색채는 APR1400 HFESGB와 

일치한다.

- 운전원이 safety console 상의 PAM 디스플레이를 참고하지 않고도 

LDP에서의 Post Accident Monitoring(PAM) 표시를 사용할 수 있

다.

- LDP는 워크스테이션에서 뿐만 아니라 관찰자나 지원을 하는 직원들

의 위치에서도 볼 수 있고 사용 가능해야 한다.

- 부품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전적으로 색채에 의존한 방법이어서는 

안되고, 형태나 위치 coding 등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 LDP의 패널 뒤쪽에서 일상점검이 가능해야 한다.

- 발광체 하나에 결함이 발생하 을 때 정보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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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LDP가 보이는 곳에 있는 정비 제어 패널에서 LDP의 시험

이 가능해야 한다.

- LDP의 미믹의 설계는 변화가 가능해서 배열의 변화가 수용될 수 있

어야 한다.

(2) CFM/SPM/BISI section

  발전소 상태의 평가를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LDP 상의 

경보는 전반적인 발전소내의 문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3 가지 

범주의 경보를 제공한다.

- Critical Function Alarm

- Success Path Availability and Performance Alarms

- Bypass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s

(가) Critical Function Alarm

  ◦ 운용적 기능

- Critical Functions는 발전소의 안전관련 사항들을 복잡한 상태에 있

는 발전소의 성격을 식별하는 데 유용한 작고 관리하기 용이한 범주

로 분류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APR1400의 Critical Function

은 다음과 같다.

  A. Reactivity Control

  B. Vital Auxiliaries

  C. Inventory Control

  D. RCS Pressure Control

  E. Core Heat Removal

  F. RCS Heat Removal

  G. Containment Isolation

  H. Containment Temp & Pres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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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NMT Combustible Gas Control

- 주요 안전기능 위반 혹은 위협의 검출

- Critical Functions과 Success Paths 경보는 운전원이 중요한 경보 정

보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MMI 기능

- LDP는 Critical Functions의 운전원의 평가에 대하여 가장 유용한 높

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SPDS parameter의 지속적인 표시

- IPS 내의 CFM 논리로부터 생성되는 Critical Function 경보가 LDP

에 표시되어야 한다.

- 경고(경보)와 기동상태는 CFM/SPM 섹션의 경보 타일을 통하여 표

시된다.

(나) Safety Function Status Check (SFSC)

  ◦ 운용적 기능

- Critical Safety Functions(CSF)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운전원에게 

경고한다.

- 비상절차 지원을 위한 발전소의 상태 진단

  ◦ MMI Functions

- Critical Function Monitoring은 Safety Function Status Check와 통

합되어야 한다.

- 원자로 trip 이후의 상황에서 Safety Function Status Check(SFSC) 

정보가 LDP와 IPS 표시장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 독자적인 SFSC가 비상운전절차의 Optimal Recovery Procedure, 

Functional Recovery Procedure, Standard Post Trip Action 

Procedure 각각에 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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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SC 경보들은 Critical Safety Function 경보를 나타내는 LDP에 표

시되어야 한다.

(다) Success Path Alarm

  ◦ 운용적 기능

- 위반된 주요 안전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success path)을 

선택

- 주용 안전기능과 관련된 safety success path의 비가용도와 불량한 

수행도의 검출

  ◦ MMI 기능

- Success Path의 가용도와 수행도에 관련된 경보가 LDP에 제공되어

야 한다.

- Success paths 경보는 최소 허용 수행도나 success path의 비가용도 

이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Critical Functions을 지원하는 Success Paths와 관련된 경보들은 

Critical Functions 밑의 경보 타일에 직접 표시되어야 한다.

- 경고(경보)와 기동상태는 SPM 섹션의 경보 타일을 통해 표시되어야 

한다.

(라) Bypassed and Inoperable Status Indication(BISI)

  ◦ 운용적 기능

- 시스템 수준에서의 BISI 시스템 상태 표시장치는 시스템의 바이패스

와 불능상태의 지속적인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안전관련 시스템과 지원 시스템의 바이패스 및 불능상태의 검출

  ◦ MMI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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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I는 LDP에 제공되어야 한다.

- BISI는 위반되거나 정의된 시간 내에 수정조치가 취해지지 못해서 발

전소의 전력감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Tech Spec 한계를 나타

내야 한다.

- 경고상태는 BISI 섹션의 flag 타일을 통하여 표시된다.

(마) Plant Protection System

  ◦ 운용적 기능

- 발전소 방호시스템(PPS)의 기동상태 검출

  ◦ MMI 기능

- LDP는 발전소 방호시스템(PPS)의 기동상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기동 및 경고(정보제공과 명령) 상태는 PPS 섹션의 flag 타일을 통하

여 표시되어야 한다.

(3) LDP Fixed Mimic Section 

(가) Post Accident Monitoring Instrumentation(PAMI)

  ◦ 운용적 기능

- 발전소의 안전한 정지를 위하여 운전원이 미리 계획된 수동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원자로의 정지나 수동으로 기동되는 안전시스템, 안전에 있어서 중요

한 다른 시스템들이 의도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지의 평가

- 방사능 유출 방호설비의 파손 원인에 대한 잠재위험의 평가와 그러

한 방호설비의 파손이 발생하 는가를 평가해야 할 운전원들에게 정

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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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I 기능

- 범주 1의 PAMI 파라미터와 선택된 범주 2와 3의 PAMI 파라미터들

은 LDP의 고정 미믹 섹션에 나타낸 발전소 구성도에 통합되어야 한

다.

- MCR 내에서의 사후상태 감시는 일반적인 발전소 계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Minimum Inventory

  ◦ 운용적 기능

- 주요 안전기능 감시의 지원

- 안전한 정지운전 지원

- PRA/HRA로부터 추론된 주요 운전행위의 지원

  ◦ MMI 기능

- 고정된 위치의 경보 및 표시장치의 MCR Minimum Inventory에서 

확인된 어떠한 파라미터와 부품의 상태도 LDP에 제공되어야 한다.

(다) Key Operating Parameter and Component Status

  ◦ 운용적 기능

- 발전소 상황 인식의 유지

- 정상, 비정상, 비상 상황 하에서 MCR 운전원들 사이의 협력 강화

- 운전원들이 워크스테이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빠

르게 발전소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고, 연속적

인 참고점 제공

- 작업교대시 발전소 정비행위의 평가와 MCR에서의 훈련행위에 대한 

유용한 보조수단 제공

- 제어행위의 발전소 수준에서의 피이드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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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I 기능

- 아래와 같은 중요 운전 파라미터들이 LDP에 제공되어야 한다.

  A. Power Level

  B. Reactor Coolant System Pressure

  C. Reactor Coolant System Temperature

  D. Margin to Saturation

  E. Reactor Coolant Flow Rates

  F. Steam Generator Level

  G. Pressurizer Level

  H. Steam Pressure

  I.  Flow

- 아래와 같이 MCR에서 제어되고 감시되어야 할 필수적인 부품이 

LDP에 제공되어야 한다.

  A. Reactor Coolant Pumps

  B. Feedwater and Condensate System Pumps

  C. Isolation Valves (e.g., Main Steam and Feedwater)

  D. Safety Systems Pumps and Valves

  E. Decay Heat Removal Pumps and Valves

  F. Power Supply Breakers

  G. Auxiliary Power Generators

  H. Safety and Relief Valves

  I.  Circulating Water Pumps

- 경보는 파라미터와 부품의 정보를 나타내는 단어에 표시됨으로써 경

보의 의미가 즉각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 start/stop, open/close와 같은 부품의 상태가 각 부품을 나타내는 기

호에 표시되어야 한다.

- 압력이나 온도, 수준, 유량과 같은 공정 변수들이 표시장치에 표시되

어야 한다.

- 미믹과 기호들은 워크스테이션의 시스템 미믹 표시와 일치하고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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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 LDP는 제한된 수의 파라미터 변수와 부품의 상태, 주요 공정의 수행

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경보를 나타낸다.

(4) LDP System Group Alarm 

  ◦ 운용적 기능

- MCR의 경보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발전소의 정상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한 신호를 제공한다.

- 시스템 수준에서의 고장상태를 확인

  ◦ MMI 기능

- LDP System Group 경보들은 LDP 상에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경보의 상태는 경보 타일로 표시되어야 한다.

(5) LDP Plant Overview Message 

  ◦ 운용적 기능

- 발전소 모드의 파악

- 책임 운전원과 시스템의 수를 포함하여 실행중인 운전절차의 파악

- first-out 경보의 파악

- 원자로의 출력과 발전기의 출력 파악

- 현재시각의 파악

  ◦ MMI 기능

- 발전소의 모드와 절차의 개관과 같은 고수준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 first-out 경보상태와 발전소의 자동 트립(원자로 트립, 터빈 트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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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초기사상이 표시되어야 한다.

- 운전원이 발전소의 상황을 즉시 평가할 수 있도록 원자로 출력과 발

전기 출력과 같은 공정 파라미터들이 표시되어야 한다.

(6) Variable Display Section

  ◦ 운용적 기능

-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지원할 LDP의 표시정보를 열거함으로써 

운전원에게 융통성을 제공한다.

- 운전조에 의해 요구되는 핵심정보를 감시

- 상세한 경보 정보를 파악(가장 높은 우선 순위와 가장 최근의 문제)

◦ MMI 기능

- LDP는 공정의 정보를 나타내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변수 표시장

치 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전조원들 사이의 협조를 위하여 어떠한 워크스테이션 디스플레이

도 운전원의 요청에 의해 표시되어야 한다.

- 워크스테이션에서 선택된 디스플레이(시스템 미믹 디스플레이, 기능 

디스플레이, 경보 디스플레이)는 변수창에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다. Workstation

(1) LCD 모니터

  정보를 나타내는 모니터는 운전작업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특

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전원이 여러 디스플레이를 옮겨 다녀야 할 

필요성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APR1400의 정보 디스플레이는 운전원에

게 유용한 모든 APR1400 발전소 정보를 구조화된 계층으로 포함하고, 페

이지는 발전소에 대한 운전원의 시각화와 일치된 형식으로 발전소와 공정

정보에 대한 graphical layout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표시에 유익하

다. 또한 모니터의 형식은 비정상 process를 운전원에게 경고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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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향, 범주화된 목록, 메시지, 운전지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발전소의 

운전행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 LCD 모니터의 기본 기능

  ◦ 일반적 기능

- 공정의 감시, 의사결정, 제어, 진단과 같은 운전원의 가장 우선적인 

직무를 지원한다.

- 운전원 정보, 제어조건을 만족시키는 발전소정보를 나타낸다.

- 종합적인 control complex design에 조직화된 safety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 SPDS 요구사항을 만족 : 정상운전시와 같은 방법으로 SPDS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

  ◦ MMI 기능

- 제어실과 원격지에서 탐지된 모든 플랜트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

- 디스플레이 사양은 HFESGB를 따라야 한다.

  : 사용 용이성 및 디스플레이에 접근단계의 최소화

- 어떤 워크스테이션에서도 표시창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다.

- 각 경보상태에 대하여 정보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운전원이 제

어실의 모든 경보에 대하여 반응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 운전절차서가 문서 절차서나 전산화 절차서와 함께 수행될 수 있도

록 한다.

- 다양한 정보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다중표시장치를 제공한다.

- 다른 디스플레이의 표시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 워크스테이션의 모든 수준의 정보에 접근 가능하다.

- 고수준의 overview에서 저수준의 지원 및 진단에까지 모든 범위의 

표현과 상세에 접근이 가능하다.

- 몇 단계 이전에 나타났던 창을 불러들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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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해야 할 부품이나 공정을 선택할 수 있다.

- 데이터의 기록 및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 두 페이지를 운전원이 임시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주요 직무를 지원하는 데 요구되는 만큼의 적절한 반응시간을 제공

한다.

(나) LCD 모니터의 설계내용

-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운전원의 첫 번째 직무인 공정의 감시, 의사결

정, 발전소의 운전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어를 지원해야 한다.

- 작업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전원이 정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켜야 한다.

- 발전소 상태의 표시된 정보(일반적인 감시, 제어, 그리고 상세한 진단

에 요구되는 정보)들이 운전원에게 간결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 모든 수준의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다양한 정보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다중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공

하여야 한다.

- 다른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된 것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다른 디스

플레이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어해야 할 부품이나 공정의 선택이 용이해야 한다.

- 병렬 및 순차적 정보표시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한다.

- SPDS에 관련된 정상과 사고 후의 디스플레이를 통합시켜야 한다. 

Critical Safety Function과 success path monitoring 디스플레이는 

IPS에 통합된다.

- 정보처리 및 디스플레이 장치는 단일 장비의 고장이 발전소의 안전

이나 가용성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중복성과 다양성을 제

공하여야 한다.

- 제어실이나 원격지에서 발전소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IPS의 디스플레이 정보는 모든 QIAS 정보를 복제 및 검증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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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 조직화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획득하기가 쉽고 배우기 쉬운 형태

이어야 한다.

- 운전원이 제어실의 모든 경보에 관한 정보를 제어하고 얻을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 각각의 경보상태에 대한 지원 정보에 신속하고 직접적인 접근이 가

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 MMI 기기별 오류 유발 가능성 검토

  각각의 MMI device에서 발생가능한 오류들은 현재 발전소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원들이 APR1400 mockup에서 모의운전을 실시한 후 그들

의 의견을 통하여 검토되었으며, 또한 기기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오류들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 다.

(1) LDP의 오류 가능성

  LDP는 운전원들이 발전소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운전원들이 LCD 모니터를 이용하지 않

더라도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overall)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운전원들이 정보교환(communication)을 하는 데 있

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운전실의 어느 위치에서나 쉽

게 정보획득이 가능해야 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기호(symbol) 및 

색채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비상(emergency) 상황에서는 LDP를 거의 보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

문에, 정상운전 중이 아니면 LDP의 효용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운전원들간의 신속한 정보교환(communication)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조치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LDP 상의 문자의 가독성(readability)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를 획

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잘못된 정보를 획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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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LDP 상에서 얻고자 할 때 정확하게 

하부 시스템이나 부품을 선택하여 추적하지 않고 대략의 위치만을 

파악해서 추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의도한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에 대한 정보를 읽을 가능성이 있다.

- LDP 전체의 배치(layout) 및 조명 때문에 실제의 정보량은 많지 않

지만, 많아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보획득에 

시간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 각각의 부품이 나타내는 물리량에 대한 해당 변수의 단위를 생략하여 

정확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 비상절차를 수행 시 Tunnel Vision으로 인하여 LDP는 거의 보지 않

고 CRT의 절차서와 발전소 정보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LDP의 효

용성이 감소한다.

- LDP상의 기기들에 대한 표시들이 과 하게 집되어 있어 디스플레

이된 변수 중 원하는 변수 선택 시 헛갈릴 가능성이 있다.

(2) 워크스테이션 모니터의 오류 가능성

- 부품 및 기기의 상태변수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때 나타나는 pop up 

창에 의해 다른 정보들이 가려지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정보를 참조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 화면을 완전히 빠져 나온 후 새로운 화면을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시간에 지연이 발생하여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비상시에는 경보와 CPS CRT가 고정되기 때문에 CRT 이용의 유연

성이 감소하고,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화면을 동시에 비교 분석할 수 

없게 된다.

- 페이지의 depth로 인하여 정확한 제어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곤란하

다.

- 부품 및 시스템의 상태를 나타낼 때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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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점으로는 변수의 변화량이 작은 경우 

증가 및 감소 또는 유지상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digital(수치값)로 구현하는 것과 trend로 구현하는 것에 차이가 

있으며, 수치보다 오히려 trend로 나타내는 것이 우수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에는 그래프상의 최대값 이상은 표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pop up 창이 뜬 후 CRT를 보지 않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경우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제어나 indicator를 실수로 클릭할 위험이 

있다.

- EOP 수행 시에 페이지가 분리되어 있고, 아이콘 배열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착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조작한 제어를 기억

하지 못하거나 오판할 우려가 존재한다.

- CRT의 기기 배열 도가 높기 때문에 과도한 검색시간이 우려된다.

- CVCS의 경우 indicator의 지시치가 설정 값인지 현재의 상태를 나타

내는 값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3) 운전원과 기기의 상호작용 분석

  운전원은 MMI 기기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운전작업을 수행한다. 운전절

차서에 의하여 주어진 직무 목표(task goal)를 달성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MMI기기의 조작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외형적으로 보면, MMI기기의 

사용자가 취하는 여러 가지 조작 행위와 MMI기기 자체의 작동이 결합하

여 직무내용을 만족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MMI기기가 가진 특성에 의하여 야기되는 오류 가능성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세부 분류체계가 필요

하다. 다음 표들은 사용자인 운전원의 Operation 행위에 의한 분류(이하, 

조작)와 기기의 동작 분류(이하, 동작)의 Taxonomy를 제시한 것이다.

표 2.2.7 운전원의 Operation 행위 분류 (조작) : 디스플레이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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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

관련정보 활용

획득 추가조치

원하는 기기에 대한 정보검색 시 실제 시스템에서의 

위치와 유사한 곳에 위치한 다른 기기의 정보검색

다른 기기의 조작요구 시 검색 누락

정보의 전달 조치의 누락/실패

기기변경 (변경1) CRT 와 system 의 power On/Off 조작

화면변경 (변경2)

창을 여닫는다

다른 기기화면 참조

pop-up 창을 옮긴다

표시변경시도 (추가작업)

다른 정보표시 활용 (회복보완조치)

정보입력

조치의 누락/실패

중요도의 판단, 선택/선정, 수행의 실패/누락

기기 조작 오류

중복조작 시도 및 그에 의한 조작누락

조작오류

착오조작

타작업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오조작 및 선택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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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기기의 동작 분류 (동작) : 디스플레이 기기

정보 표시

pop-up 에 의한 정보 가림

static 한 alarm

기기의 과 표시

icon의 유사성으로 인한 구분 안됨

표시의 range 부적합

sensitivity 및 precision 부족

실제 시스템과의 양립성 결여

원하는 표시 불충분

화면정보 freeze

추이표시 안됨 (그래프 표시 필요성)

기기의 혼동요소 존재

정보 처리

정보획득시간 과다(지연)

반응시간 지연

지연

화면정보 표시지연

기기 변경 (기기의 외형적인 기능 변경 동작)

화면 변경1

alarm에서 완료되지 않고 P&ID 화면 활용 요구

화면 update

CRT 표시상 navigation 요구

관련표시화면 정보제공 요구

관련표시화면 이동조작 요구

분산 표시된 정보의 입수 및 비교

page 분할 (subsystem-component)

화면 변경2

Icon

색채

문자

배열 및 조합

단위

범위

용어(표준화)

update

flash/blink

입력요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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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평가 사례

가. 평가 범위 

(1) 요약 및 개요

  제안된 인적 오류 분석 기법의 적용성(applicability) 및 타당성(validity)

을 확인하고 기법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몇가지 사례에 적용하 다[2.2-12, 

2.2-14]. 본 과제의 1 차년도에서는 차세대 2단계 설계에서의 HRA 분석의 

결과로 제시된 사례 중에서 85가지 중요한 오류 사례를 검토하여, 유형별

로 중요 오류를 선정한 바 있다. 2차년도에는 다음 10가지 사고 시나리오

를 오류가능성 재평가를 위한 예제 사례로 분석하 다[2.2-14]. 

1) Loss of Feed water

2)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3) Small LOCA

4) Large LOCA

5) Medium LOCA

6) Interfacing System LOCA

7) Large Secondary Side Breaks

8) Loss of Component Cooling Water

9) 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10) Vessel Rupture

  적용된 사례분석 결과는 별도의 기술보고서와 내부메모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은 MMI의 설계변화에 대한 향을 민

감하게 반 하지 못하므로, 3차년도에는 MMI 설계를 중심으로 한 운전조

작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분석하 다. 따라서, 총 15건의 오류 가능성 관련 

시나리오를 분석하 다. 다음 절에서는 1) Loss of Feed water의 예를 들

어 설명하도록 하겠다[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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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내용

(1) 시나리오 및 분석 개요

  당해 연도의 연구내용으로 10건의 분석 사례 중에서 급수상실 사고

(LOFW)사례의 세부 내용을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급수상실 사고

(LOFW) 중 급수계통(AFWS) 작동실패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적용하여 

기법의 기술적인 타당성과 함께 실용적인 응용력을 검토하 다. 급수상실 

사고는 비상운전시 보조급수계통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자로 정지

에 따른 열제거의 실패로 노심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의 

하나로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시된다. 2차계통의 급수기능에 어떤 결함 또

는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증기발생기 수위 신호에 의하여 원자로가 정지

되면, 필수안전기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때, 2차 계통에 의한 열

제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급수가 투입된다. 이러한 과정은 비상운

전시에는 공학적 안전설비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원의 수동 작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다음 그림 2.2.6은 일반적인 안전성 분석에서 도입되는 급수상실 사고

의 사건 수목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2.2.7은 분석 대상 시나리오의 사고 

진행에 대한 개요를 흐름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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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급수상실사고(LOFW)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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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냉각으로의 전환

터빈우회밸브 또는 
대기덤프밸브를 통시

 증기 제거

주증기 안전밸브를 
통시 증기 제거

정지냉각운전

이차측 열제거 유지

원자로냉각재 방출

고압안전주입

고압안전주입계통 
재순환

재순환 냉각

성공

급수상실초기사건
원인 : 주급수 상실

원자로 정지

보조급수공급

실패

노심용융사고

실패 성공

그림 2.2.7 시나리오의 진행 흐름도



- 168 -

◦ 오류 가능성 분석 내용

  본 사례는 원자로 정지에 따른 2차 계통의 급수상실사고(LOFW)로서, 

운전원이 수동으로 보조급수계통을 작동하지 못하는 오류 가능성을 평가

하려는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자로의 전산화된 제어실의 특성으로 인하

여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제어실에서 운전원의 임무는 원전의 상태(비상, 정상, 비정상상태)를 

모니터하고 적절한 제어조치를 행하는 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운전시 

급수기능에 어떤 결함이 발견되면,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능에 대한 

점검 후, 2차계통에 의한 열제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급수가 투입

된다. 이러한 과정은 공학적 안전설비(ESF)에 의하여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원의 수동 작동이 요구되

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직무달성에 필요한 직무의 특성, 구조 및 절

차는 대부분 절차서를 기본으로 한다. 실제로 차세대 원자로에서 주제어실

의 환경은 대형정보표시화면.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등의 MMI 기기로 구

성되어 수동조작에 막대한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용 워크스테이

션은 운전절차서, 계통도, 경보시스템을 표시하는 CRT와 소프트 컨트롤로 

이루어진다. 급수상실 사고시 보조급수계통이 가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

자로 정지에 따른 열제거의 실패로 노심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

로, MMI 기기의 특성과 결함에 따른 직무 실패가능성의 다양한 경로 및 

파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다. 

  도입된 기기의 설계특성은 정적 특성과 동적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적 특성은 제공되는 공간에 원전 기기 및 안전변수 등의 개체를 표시하

기 부족한 공간 제약과 개체의 단순하고 과도한 표준화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원전 기기와 변수의 상태 정보를 암호화(코드/표시), 반응시간지연, 

제어입력부담 등은 동적 특성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특성은 운전원으로 하

여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조작운전행위와 감시행위를 요구한

다. 자동화 위임 가능성이 증대된 반면 운전원은 원전 상태에 관한 정보의 

탐색을 주로 대형정보표시화면, CRT로 수행해야 하고 소프트컨트롤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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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제어조치를 행하는 정보처리직무를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기기로 

인한 부담요인이 된다.  

  운전원이 다루어야 할 시스템은 원전의 공정계통 이외에 MMI 기기가 

추가된다. 계통 기능상실이 발생할 경우 원전 계통의 문제인지 혹은 MMI 

의 문제인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MMI 기기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원전시스템의 운전에 미칠 향의 파악 및 기능회복 조치 업

무가 가중된다. 또한 개인 워크스테이션과 대형정보화면을 기반으로 한 작

업 공간에서는 조명과 같은 환경요소에 향을 받으며 신체 작업범위의 

문제와 같은 물리적 문제와 결합된 문제를 대두시킨다 

  운전원의 직무는 어떤 조건 또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며 그 향을 받

는다. 조건 중의 하나인 다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MMI 기기의 특성과 

기기 환경요소 특성이 운전원의 인지특성 및 신체특성과 같은 인간 요소

와 불일치할 경우 운전원의 오류를 유발시킨다. 예를 들어, 인지적 특성요

소로는 망각, 회상실패와 같은 기억의 문제, 부주의, 스트레오 타입에 집착

하거나 편협된 확신을 갖는 기능적 고착 등 세부적으로 5가지의 오류 가

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체특성은 신체 능력(capacity)과 적응

성(variability)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운전원은 직무를 행할 때 기억, 주의

와 같은 인지요소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경험과 훈련에 의해 형성되는 

기술(skill)을 사용한다. 인지특성과 신체특성의 활성화 수준 및 향력은 

기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오류가 발생

하게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사결정과 조작위주 및 분업화, 팀웍 형성의 변화를 

야기시켜 고전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오류를 파생시

킨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때 오류 가능성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직

무의 수행 구조, 특성 및 단계 등을 파악한 후 수행 과정에서 인간특성과 

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전산화 기기의 특성 및 상태정의를 토대로 오류

가능성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발생 가능한 오류목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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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MMI 설계 평가

  급수상실 사고와 관련하여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서 운전원에게 공통적

으로 제공하는 MMI 기기에는 LDP, IPS CRT 화면, 소프트 제어기가 있

다. (본 화면은 본 기법의 적용 시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어 현재 

Mockup 화면과 상이함. 그러나 본 기법의 소개를 위하여 개선 이전의 소

프트 제어기 화면을 그대로 제시함.)

  우선, 그림 2.2.8은 LDP의 대형정보 화면으로 급수 및 보조급수 계통에 

대한 구성과 상태 정보를 미믹 방식으로 표시하여 원전의 운전상태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와 상황파악(Situation Awareness)을 유지하도록 제공된

다.

 

그림 2.2.8 급수상실 사고 관련 LDP 화면

  LDP의 대형 정보화면은 공유되는 기초 정보인데 비하여 IPS CRT 화

면은 그림 2.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기 및 계통의 상태에 대한 상세정

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다음은 급수 상실사고와 관련된 주급수 및 보

조급수 계통과 관련된 IPS CRT 화면을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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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IPS CRT 화면 (a)

그림 2.2.9 IPS CRT 화면 (b)

  다음 그림 2.2.10은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서 기기의 제어 수단으로 공통

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 제어기의 사용자 화면을 통한 급수 상실사고의 

보조급수펌프와 밸브의 제어 화면을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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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a) 소프트 제어기 화면

그림 2.2.10 (b) 소프트 제어기 화면 

(3) 사례의 직무분석

  급수상실사고(LOFW)에서 보조급수계통의 작동을 중심으로한 직무분석

에서는 관련 운전원 조작에 대한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오류 가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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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자료로 제고한다. MMI기기관련 오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절차의 단계에 대한 세분 결과를 운전원의 행위 형태, 행위 대상(유형), 의

존대상, 의존대상의 상태 등을 분석하 다. 다음 표 2.2.9는 설명을 위해서 

사례의 직무분석 결과(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표 2.2.9 오류 가능성 분석을 위한 직무분석 (일부)

절차 행위형태 행위대상 의존 대상
의존대상의 

상태

1 모터구동보조급수펌프 기동

1.1

제어스위치 HS-009A, HS-010B

를 조작하여 두 트레인의 모터

구동보조급수펌프를 기동

HS 누름
HS-009A 

HS-010B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
기동

1.2

두 트레인의 유량지시계(F1-015, 

F1-016)을 통해 최소유량관으로 

흐르는 최소 유량이 12m
3/h이상

인지를 확인

지시계 

확인

유량지시계 

FI-015 FI-016
최소유량관

최소유량12m
3

/h이상

1.3

증기발생기 수위를 정상수위인 

협역수위지시계의 44%를 유지

하도록 유량조절밸브VA0045와 

VA0046를 조작

조절
유량조절밸브

V045 V046

증기발생기 

수위

협역지시계의 

44%유지

2 디젤구동보조급수펌프 기동

2.1

주제어실에서 두 트레인의 스위

치 HS-179, HS-180을 AUTO위

치로 설정하여 모터구동윤활유 

펌프를 기동

HS누름
HS-179

HS180

모터구동

윤활유 펌프
기동

2.2

윤활유 압력이 정상압력인 

2.039kg/cm3이상인지를 윤활유 

압력지시계 PI-101, PI-102를 통

해 확인

지시계 

확인

압력지시계 

PI-101 PI-10
윤활유 압력

윤활유압력 

2.039kg/cm
3 

이상

2.3

제어스위치HS-011A, HS-012B를 

조작하여 두 트레인의 디젤구동 

보조급수 펌프를 기동

HS누름
HS-011A 

HS-012B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
기동

2.4

두 트레인의 유량지시계(FI-017, 

FI-018)를 통해 최소유량관으로 

흐르는 최소유량이 12m3/h이상

인지 확인

지시계 

확인

유량지시계 

FI-017 FI-018
최소유량관

최소유량12m3

/h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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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류 가능성 도출

  다음 표2.2.10은 APR1400 MMI 설계의 인간공학적 검토에서 도출된 인

간공학적 점검항목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10 Soft Control의 인간공학적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오류가능성 검토를 위한 점검 항목 확인

1. 공통항목 

: 일반사항

1. 조작의 절차가 사용하기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된

다.

2. 쓰이는 용어나 축약어, 데이터제시 형태 등은 다

른 주제어실 요소에서와 일관되어야 하며 애매모

호하지 않고 쉽게 이해가능해야 한다.

3. 운전원의 실수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실수가 발생해도 발전소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운전원이 soft control에 보이는 요소들을 쉽게 식

별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5. 기기의 상실, 고장 등 문제점, 물리적 특성은 운전

원의 오류로 파급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확인되어

야 한다.

공통

6. 기기의 물리적 조작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편해야 

한다.

2. 고유 항목 

: 일관성 및 

결합성 등

1. 각 조작을 위한 이미지는 자체 설계 요소 및 유사

한 MMI기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A

2. 그룹화는 일관성있게 되어야 한다.

3. 기기의 조작은 운전원의 기대와 양립성을 가져야 

한다.
B

4. 운항(Navigation) 방법은 운전원의 기대와 양립성을 

가져야 한다.

5. 그룹화는 운전원의 기대와 양립성을 가져야 한다. C
6. 정보의 피이드백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D

 

 가장 급격한 MMI 설계 변화를 보이는 soft control과 관련하여 제기된 우

려점을 활용하 다[2.2-11].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서 soft control기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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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MMI설계의 실무적인 연관관계를 예시하 다. 

  표에서 공통항목은 해당 유형의 MMI기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

는 점검항목이며, 고유항목은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서 선택한 MMI기기의 

특성에 따른 점검항목을 구분한 것이다. 오류 가능성과 관련된 세부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공통 : 기기의 문제점과 특성이 오류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서 인적오류 가능성 평가에 공통적인 문제점으

로 제기되었다. Soft Control의 상실, 고장 등 문제점, 물리적 특성이 운전

원의 오류를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인적오류를 파급하는 부담 또는 

혼동을 야기하더라도 오류 조작 또는 공정 기능의 고장으로 파급되지 않

도록 설계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현재의 Soft Control에서는 이러한 점에

서 매우 취약하다.

항목 A : Soft Control에서 기기 조작은 일관성을 가져야 기기 특성에 의

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버튼의 이미지는 운전원

이 가지고 있는 직무 지식(task knowledge)과의 일관성, 즉, 운

전원의 기대에 맞게 설계되어야 운전원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항목은 현재의 차세대 원자로 soft control 설계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각 버튼의 이

미지들이 일관성 있게 구현되도록 설계요건에 추가하며, 구현된 

mockup과 설계 문서, 화면 등을 기준으로 Soft Control 설계에

서 직무지식과의 일관성이 고려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오류 가

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MMI설계에서는 기기들 간에서도 

조작 등 MMI 기기 간(between devices)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기기 간의 일관성이 깨지면 운전원 조작시에 오류 가능성의 근

거가 된다. 현재 차세대 원자로의 MMI설계에서는 IPS, CPS, 

Alarm CRT 등의 조작은 트랙볼을 이용한 마우스 조작으로 되

어 있으나, soft control에서는 손을 통한 직접적인 터치로 조작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MMI 기기 유형에 따른 작업방식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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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발전소의 안전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운전원의 작업속도가 떨어지고 혼란을 가

중시키거나 적은 빈도의 조작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IPS에서 한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 운전원은 손가락을 CRT화면

에 갖다댈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은 “SC는 장치들 사이의 자연

스러운 전이를 위해 CRTs와 유사한 pointing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APR1400 soft control 설계안에도 위배된다. 그러나, 이

것은 CRTs에 터치스크린을 구현하는 기술력에 있어서의 낙후에 

의해 그 정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손 또는 손가락이 CRT 화

면을 가리는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

요한 사항이다.

항목 B : soft control의 조작은 운전원의 기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양립성(compatibility)의 원칙(방향성의 아날로그 

양립성과 디스플레이 이동의 양립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

나, 차세대 원자로 soft control의 2단계 설계중 일부에서 이것이 

잘못 반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 그림에서는 왼

쪽 화면 설계의 특성상 오른쪽 버튼의 위치가 L-110X, BOTH, 

L-110V로 설계되어야 양립성을 만족시키는 설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자료원 : KAIST APR1400 보고서 참조). 이러한 

우려점은 오류 가능성 평가의 주요한 대상이 되어 이후로 HRA

와 PSA에서 그 향을 점검하여 설계에서 변경 또는 보완 요구 

항목으로 제시된다.

L-110X

L-110V

CLEAR

BOTH

L-110X L-110V

BOTH

항목 C : Gestalt principle에 의하면 각각의 기능이나 표시의 목적이 유사

한 경우, 그 유사성에 따라 표시된 내용 및 기기도 그룹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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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오류 가능성의 항목이 된다. 현재 차세대 원자로 

MMI 설계에서는 버튼의 조작을 위한 버튼과 관련 요소의 상태

에 대한 정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이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

면, 다음 그림의 (a) 화면에서 OPEN과 CLOSE는 밸브에 대한 

가능한 조작이다. 그리고, INOP(Inoperable)는 현재 그 밸브가 

작동가능한지를 표시하는 상태표시등이다. (b) 화면의 경우에도 

ESF-2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 반면 CLOSE는 밸브의 

현재 상태이면서 동시에 가능한 조작이 된다. 이러한 설계의 경

우에는 조작과 상태가 혼합되어 섞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태

와 조작은 따로 모여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

OPEN

INOP

CLOSE

CLEAR

V- 023

V- 051

DEAE 

STRG 

TK A

75 GPM

HP FW

HTR

A

A

AUTO

(b)

OPEN
ESF-2

INOP

CLOSE
ESF-2

CLEAR

V- 023

V- 051

DEAE 

STRG 

TK A

75 GPM

HP FW

HTR

A

A

AUTO

  다음 화면에서 BORATE와 DILUTE는 MANUAL상태일 때 가능

한 조작이고 AUTO는 밸브의 상태를 AUTO 또는 MANUAL로 바꾸

는 조작을 위한 버튼이다. 즉, 각 버튼의 목적에 따라 그룹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와 같은 설계가 나온 이유는 발전소의 특성상 

제일 안전측면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가령 OPEN과 CLOSE가 같이 

붙어 있다면 OPEN해야 될 경우에 실수로 CLOSE를 조작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이는 곧 발전소의 안전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는 오류 가능성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HRA/PSA과정을 

통하여 중요도가 판단되는 한편, MMI설계에서 해결방안의 고안이 필

요하다. 예를 들면, 밸브의 현재 상태가 닫혀 있는 상태라면 현재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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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으로 CLOSE라고 표시되는 버튼을 CLOSED로 바꾸어 적어도 용어

상으로라도 그것이 상태를 나타내는지 조작 가능한 버튼임을 나타내

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BORATE

AUTO

OFF

CLEAR

V- 023

V- 051

DEAE 

STRG 

TK A

75 GPM

HP FW

HTR

A

A

DILUTE

항목 D : 현재 설계에서 정보의 피이드백은 대부분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oft control의 제

어기능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각 버튼을 누를 때 청각적인 

정보를 이용할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즉, 현재 

soft control은 OPEN버튼을 누를 때와 CLOSE버튼을 누를 때의 

Feedback 정보인 Beep가 동일하다. 각 버튼에 따라 소리를 다르

게 함으로써 소리만을 듣고도 자신의 조작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청각적 coding의 도입은 앞에서 오류 가능

성으로 지적되었던 버튼 그룹화의 문제와 발전소 안전 등 두 가

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적오류 가

능성 분석이 MMI설계에 대한 주요한 개선 및 HRA 개선을 유

발하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대형정보화면과 CRT, 소프트컨트롤이 지닌 특성 중에서 각각이 독립적

으로 운전원의 직무에 향을 끼치는 기능의 상실, 기기의 설계특성에 기

인한 기기부담 항목은 주효과로 표현하 으며 조명, 소음, 분진 등의 기기 

환경과 기기 배치와 관련된 작업공간문제에 의한 간접적인 향을 교호효

과로 표현하 다. 주효과, 교호효과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하위 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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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특성으로 명명한 후 상세 분류하 다. 그리고 3종류의 기기가 공통적

으로 지닌 문제점뿐만 아니라 기기의 사용목적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정리하 다. 인간특성과 기기특성을 매칭시켜 인간

특성과 불일치하는 기기특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오류들을 오류가능성 

분류체계에서 발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직무특성에 적합하도록 어의적

으로 수정함으로써 해당 직무에서 발생이 가능한 오류를 예측하게 된다. 

그 결과 직무의 수행에 실패하거나 또 다른 직무의 오류를 파급시켜 결국

에는 노심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 단계는 각 기기에 대해 모든 운전절차

에서 반복적으로 행한다.

  다음 표 2.2.11은 운전절차 수행단계에서 다른 기기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직무오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예시한 것이

다. 운전절차 1.2에 대한 오류 가능성 분석 결과를 세가지 주요 MMI 기기

별로 발췌한 것이다.

표 2.2.11 직무오류 가능성 (운전절차 1.2): (a)대형정보화면관련

주제 

항목

항목 특성 

(1)

항목 특성 

(2)
문제점 가능한 직무 오류

기기 

부담

공간부족 표시결함

고전 MCR에 표시된 기기가 모두 

표시되지 않아 누락된 기기, 변수

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유량의 표시여부의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정보

표시/코드

정보제공 

않된 경우

연동관련 기기 및 변수의 설정치

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대체 변

수, 기기를 확인하 다

최소유량이 표시되지 않아 별도의 대

체 변수, 기기를 확인하 다 

반응시간 

지연

update정

보제공 

지연

기기고장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 정보의 제공이 지연된 것으

로 판단하 다

관련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최소유량이 

유지되지 않은 것을 데이터처리속도에 

의한 정보제공의 지연으로 판단하 다

기능 

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제어루프오작동에 의해 기기,계통

이 작동하지 않은 것을 감지하지 

못하 다

제어루프 오작동에 의해 최소유량이 

만족되지 않는 것을 유량관 파열로 판

단하여 이의 확인작업을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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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직무오류 가능성 (운전절차 1.2) : (b) IPS CRT 관련

주제 

항목

항목특

성 (1)

항목특성 

(2)

항목특성 

(3)
문제점 가능직무오류

기기 

부담

단순/과

도한 

표준화

형상

기기 및 

변수의 

심볼, 

표시문자

, 외양 

유사성

동일한 형상으로 

기기 및 변수를 

표현하 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기기 

및 변수의 

상태정보를 

확인한다

기기 및 변수의 형상이 

동일하여 B트레인의 유량 

지시계 값을 A트레인의 최소 

유량으로 잘못 지각하 다

반응 

시간 

지연

update정

보제공 

지연

대이타 처리 

속도가 느려 

정보의 제공이 

지연된 것을 다른 

원인으로 

판단하 다

데이터 처리 속도의 지연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지만 모터구동펌프의 

기동성공을 확신하여 

최소유량을 확인하지 않았다

탐색

부담

복수개의 기기 및 

변수의 상태 

정보가 동일한 

시간간격, 횟수로 

깜박이기 때문에 

변경된 상태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최소유량정보 이외에 관련 

증기발생기, 복수저장탱크의 

상태정보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되어 유량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 다

기능 

결함

기능 

상실

표시 

상실

MMI 전원 상실에 

의해 개체가 

표시되지 않은 

것을 상태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 다

전원상실에 의해 최소유량이 

유량의 변동이 없는 것을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 

밸브의 기동단계 누락으로 

판단하여 이를 다시 

반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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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1 직무오류 가능성 (운전절차 1.2) : (c) Soft Control 관련

주제 

항목

항목 

특성 (1)

항목 

특성 (2)

항목 

특성 (3)
문제점 가능직무오류

기기 

부담

공간 

제약

공간 

부족

간격부

적합

다른 버튼을 조작할 

수 있다

버튼의 배치간격이 협소하여 

stop 버튼을 눌 다

반응시간 

지연

update정

보제공 

지연

데이터 처리속도가 

느려 조작하기 

어렵다

데이터처리속도의 지연에 

의해 VAF0045와 VAF0046를 

조작하여 증기발생기의 협역 

지시계의 44%유지에 

실패하 다

제어입력 

부담
정도부족

증가/감소버튼을 

조작하여 

미세조정을 하기 

힘들다

수위지시기의 44%를 

유지하기 위해 

증가/감소버튼을 사용하여 

유량을 미세 조정하는데 많이 

시간이 소요되었다

기능 

결함

기능 

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기기 및 계통이 

작동하지 않아 확인 

및 조치하기 어렵다

정보처리기능상실에 의해 

44%에 도달하지 않는다

  운전절차 1.2에서는 대형정보화면상에 유량지시계가 표시되지 않아 유량

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기 및 변수의 상태정보를 추가로 탐색해야 하는 

직무로 인하여 그 다음 직무의 수행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또한 이 절차는 최소 유량관으로 최소유량이 설정치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탐색직무가 중요시되는 단계로서 탐색부담요소를 지닌 CRT에 의한 오류

가 예상된다. 그리고 소프트컨트롤의 제어입력부담요소는 절차 1.3에서 높

게 나타날 것이다.

  운전절차 1.3에서 운전원이 유량조절밸브를 사용하여 증기발생기의 수위

를 안정수위로 유지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소프트 컨트롤 상

에서 밸브의 미세조정 능력이 부적절하고 조정하더라도 update된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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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지연되어 보조급수 작동이 실패하 다면 밸브의 미세조정의 민감도

를 높이고 반응시간의 동시화를 피드백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작성된 오류가능성의 목록은 향후 MMI 기기의 설계 및 검증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하여 이러한 오류의 발생을 방지 및 가능성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상호작용 분석

  사례로 제시된 LOFW 사고 사례에서 AFWS의 적절한 조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기존의 HRA 기법과 달리 MMI기기와의 상호작용을 기본으

로 다음 표와 같이 오류 가능성을 검토하 다. 표에서 나타내는 상호작용

의 항목들은 직접 오류 조작이나 오류 반응이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왜냐

하면, 단순히 하나의 조작 혹은 반응만으로는 궁극적으로 오류로 판가름될

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MMI 기기의 특성과 관련

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분석에 포함하되 오류로 귀결될 가

능성을 가진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6) 정량적 평가

  제시된 LOFW 사례에 대하여 AFWS의 작동과 관련하여 도출된 각각의 

오류 가능성 항목에 대한 정량화(quantification)는 간략한 screening 과정

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하 다. 이들은 HRA의 HEP 자료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된 4수준의 가능성의 정

성적이고 상대적인 차이의 수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 확률값의 

정확성보다는 정성적인 분석 결과를 전체 안전성 판단에 결합하여 다른 

분야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과정이다. PSA나 다른 업무에 연계

하기 위해서 유용하다. 각 오류 가능성 항목에 대하여 다양하게 도출된 것

들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screening하여 각 중요도에 따른 상세 분석 및 

설계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2.2-5]. 

  각 기기의 경험에 따라 사용자, 관측자 및 기기 설계자들이 합의과정에 

의해 유도된 오류 가능성의 상대적인 값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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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전체 HRA 및 PSA 과정은 물론 HSI 설계자들의 판단과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screening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표 2.2.12 AFWP의 절차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의 분류

절  차 operation
발생가능 오류

중요도 비고
기  기 인  간

1.0 AFWP 탐색 및

   이동

AFWP 구동을 위한 화면 탐

색 (정보활용)

기기의 표시 (과 )

실제 시스템과의 양립성 결여

유사한 위치의 다른 기기 검색

다른 기기 화면 참조

AFWP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반응시간 (지연)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선택 (오류)

1.1 P/P 구동

 (1) HS-009A P/P

  a. HS-009A
    P/P 구동

HS-009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P/P 와 밸

브의 조작

순서가 바

뀌었을 때

에는 밸브

의 파손 

등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는 가능

성 존재

밸 브 의 

open 순서

가 바뀌었

을 때의 

향에 대

해서는 현

재로서는 

입증 불가

HS-009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09A 구동조작 (정보입

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

작), 기기조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

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b. HS-045A

    VLV open

HS-045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45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45A open 조작 (정보

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

작), 기기조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

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c. HS 035A

    VLV open

HS-035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35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35A open 조작 (정보

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

작), 기기조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

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d. HS-043A

    VLV open

HS-043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43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43A open 조작 (정보

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

작), 기기조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

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e. HS-037A

    VLV open

HS-037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37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37A open 조작 (정보

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

작), 기기조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

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f. HS-049A

    VLV open

HS-049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49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49A open 조작 (정보

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

작), 기기조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

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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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AFWP의 절차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의 분류 (계속)

절  차 operation
발생가능   오류

중요도 비고
기  기 인  간

 (2) HS-010B P/P

P/P 와 밸

브의 조작

순서가 바

뀌었을 때

에는 밸브

의 파손 

등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는 가능

성 존재

밸 브 의 

open 순서

가 바뀌었

을 때의 

향에 대

해서는 현

재 로 서 는 

입증 불가

  a. HS-010B

    P/P 구동

HS-010B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10B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10B 구동조작 (정보입

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

작), 기기조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

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b. HS-046A

    VLV open

HS-046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46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46A open 조작 (정보

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

작), 기기조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

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c. HS 036A

    VLV open

HS-036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36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36A open 조작 (정보

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

작), 기기조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

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d. HS-044A

    VLV open

HS-044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44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44A open 조작 (정보

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

작), 기기조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

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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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AFWP의 절차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의 분류 (계속)

절  차 operation

발생가능 오류

중요도 비고

기  기 인  간

  e. HS-050A

    VLV open

HS-038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38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38A open 조작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작), 기기조

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f. HS-050A

    VLV open

HS-050A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HS-050A click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HS-050A open 조작 (정보입력)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작), 기기조

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지 않고 마우스 클릭

pop-up 창 close

1.2 유량지시계

   확인

 (1) FI-015

   유량계 확인

FI-015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FI-015 click (화면변경)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유량확인 (정보활용)
표시의 range 부적합

sensitivity 및 precision 부족

다른 정보표시 활용

표시변경 시도

pop-up 창 close

 (2) FI-016

   유량계 확인

FI-016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FI-016 click (화면변경)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유량확인 (정보활용)
표시의 range 부적합

sensitivity 및 precision 부족

다른 정보표시 활용

표시변경 시도

pop-up 창 close

1.3 유량조절

 (1) VAF0045

   VLV 확인

VAF0045 VLV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VAF0045 click (화면변경)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유량확인(활용) → (불만)유량조절(입력)

  ↓          ↑    ←

pop-up 창 close (화면변경) ←  ↓(만족)

표시의 range 부적합

sensitivity 및 precision 부족

다른 정보표시 활용

표시변경 시도

화면정보표시 (지연)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작), 기기조

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지 않고 마우스 클릭

 (1) VAF0046

   VLV 확인

VAF0046 VLV 탐색 (정보활용)
icon 의 유사성 및 기기의 혼동요소 선택 (오류)

VAF0046 click (화면변경)

화면정보 freeze

화면정보 표시 (지연)

CRT 및 시스템의 전원 On/Off 조작

재조작/중첩조작

pop-up 창 open

유량확인(활용) → (불만) 유량조절(입력)

  ↓          ↑    ←

pop-up 창 close (화면변경) ←  ↓(만족)

표시의 range 부적합

sensitivity 및 precision 부족

다른 정보표시 활용

표시변경 시도

화면정보표시(지연) 재조작/중첩조작, 착오조작 (타작업조작), 기기조

작 (실패/누락), 화면을 보지 않고 마우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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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결과

  본 분석의 최종 결과는 각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 확률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오류 가능성의 목록으로 제시된다. 오류 가능성의 각 항목에

서 확률은 오류 자체의 확률이지만, 최종적으로는 MMI 기기 자체의 문제

점 및 결함의 발생 가능성 확률과 결합되어 PSA에 입력되어야 할 것이

다. 평가 결과를 예시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급수상실사고(LOFW) 시

나리오에서 분석한 보조급수기능(AFWS)의 작동과 관련된 오류 가능성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2.13, 2.2.14, 2.2.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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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직무오류 가능성 분석 결과 : (a) LDP 관련

절 차 주제항목 항목특성1 항목특성2 항목특성3 직무오류
직무

특성
오류유형 확률

1.1

재어스위치 H S - 0 0 9 A , 

HS-010A를 조작하여 두 트

레인의 모터구동보조급수펌

프를 기동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기능상실에 의해 제어루프가 

오작동하여 모터구동보족브수펌프 

대신 보조급수 펌프가 기동하 다

결함

직무
mode error 0.5

기기부담
공간제약 공간부족 표시결함

공간부족으로 모든 기기가 표시되지 

않아 제어스위치 HS-009A, 010A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직무

실패
시간지연오류 0.01

과다/단순 

표준화
크기

단순하게 표준화하여 크기가 너무 

작아 HS-009A, 010A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직무

실패
시간지연오류 0.001

색채

기기 및 변수의 색채를 

과다,단순하게 표준화하여 색채에 

의한 기기의 변별성이 떨어져 

HS-009A, 010A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01

정보 

코드/표시

제공된 

정보는 

맞지만 

정보의 

표시/형태

방식이 

부적절

기기의 상태변화를 다른 변수와 

동일한 색채로 표시하여 조작 후 

정보변화를 확인하는데 실패하 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5

기기:환경
배치

물리적 

배치 LDP거리

운전원과 LDP와 거리가 멀어 

가시거리가 짧아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의 기동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1

환경 조명

조도가 낮아 

모터구동보조급수펌프의 기동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1

1.2

두 트레인의 유량지시계 

FI-015, FI-016을 통해 최소 

유량관으로 흐르는 최소유

량이 12m3/h이상인지 확인

기기부담

정보 

코드/표시

정보표시 

않된 경우

보조급수펌프 기동 후 

최소유량관으로 흐르는 최소유량이 

표시되지 않아 운전원은 각자의 

CRT, SC의 display로 최소유량을 

확인한다/

직무

실패

시간지연오류,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류

0.5

보조급수펌프 기동 후 

최소유량관으로 흐르는 최소유량이 

표시되지 않아 대체 기기, 변수로 

확인하 다

직무

실패

시간지연오류,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조치수행오류

0.5

반응시간

지연

update 

정보제공

지연

데이터처리속도문제로 update 

정보제공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았지만 모터구동펌프의 

기동성공을 확신하여 최소유량을 

확인하지 않았다

직무

실패
생략오류 0.1

현장에서는 최소유량의 조건을 

만족했지만 데이터처리속도문제로 

LDP에는 12m3/h미만으로 표시되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별도의 직무를 

행하 다

결함

직무

시간지연오류,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류

0.5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LDP의 기능상실에 의해 최소유량이 

12m3/h이상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유량관파열로 추측하여 이의 

확인작업을 하 다

결함

직무

시간지연오류,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류

0.5

1.3

증기발생기 수위를 정상수

위인 협역수위 지시계의 

44%를 유지하도록 유량조

절 밸브 VAF0045와 

VAF0046를 조작

기기부담

반응시간

지연

update 

정보제공

지연

현장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수위 

44%유지를 확인했지만 

데이터처리속도문제로 LDP에는 

44%미만으로 표시되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별도의 직무를 행하 다

결함

직무

시간지연오류,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류

0.5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정보처리상실에 의해 증기발생기의 

수위는 44%에 도달하지 않았다

직무

실패
mode error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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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직무오류 가능성 분석 결과 : (a) LDP 관련 (계속)

절 차 주제항목 항목특성1 항목특성2 항목특성3 직무오류
직무

특성
오류유형 확률

2 디젤구동보조급수펌프기동

2.1

주제어실에서 두 트레인의 

스위치 HS-179, HS-180을 

AUTO위치로 설정하여 모터

구동윤활유 펌프를 기동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기능상실에 의해 제어루프가 오작

동하여 모터구동 윤활유펌프 대신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가 기동하

다

결함

직무
mode error 0.5

기기부담
공간제약 공간부족 표시결함

공간부족으로 모든 기기가 표시되

지 않아 제어 스위치 HS-179, 180

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직무

실패
시간지연오류 0.01

과다/단순 

표준화
크기

단순하게 표준화하여 크기가 너무 

작아 HS-179, 180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001

색채

기기 및 변수의 색채를 과다, 단순

하게 표준화하여 색채에 의한 기기

의 변별성이 떨어져 HS-179, 180을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01

정보 

코드/표시

제공된 

정보는 

맞지만 

정보의 

표시/형태

방식이 

부적절

기기의 상태변화를 다른 변수와 동

일한 색채로 표시하여 조작 후 정

보변화를 확인하는데 실패하 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5

기기:환경
배치

물리적 

배치 LDP거리

운전원과 LDP와 거리가 멀어 가시

거리가 짧아 모터구동윤활유 펌프

의 기동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1

환경 조명
조도가 낮아 모터구동윤활유펌프의 

기동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1

2.2

윤활유 압력이 정상압력인

2.039kg/cm3이상인지를 윤

활유 압력지시계 PI-101, 

PI-102를 통해 확인

기기부담

정보 

코드/표시

정보표시 

않된 경우

윤활유펌프 기동 후 압력정보가 

LDP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원은 각

자의 CRT, SC의 display로 최소유

량을 확인하 다

직무

실패

시 간 지 연 오 류 ,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

류

0.5

윤활유펌프 기동후 윤활유 압력이 

표시되지 않아 대체 변수, 기기를 

확인하 다

직무

실패
생략오류 0.1

반응시간

지연

update 

정보제공

지연

데이터처리속도문제로 update 정보

제공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았

지만 윤활유펌프의 기동성공을 확

신하여 최소유량을 확인하지 않았

다

직무

실패
생략오류 0.1

현장에서는 윤활유 압력이 정상조

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데

이터처리속도문제로 LDP에는 

2.093kg/cm3미만으로 표시되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별도의 직무를 

행하 다

결함

직무

시 간 지 연 오 류 ,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

류

0.5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LDP의 기능상실에 의해 윤활유 압

력이 정상압력상태를 유지하지 못

한 것을 관파열로 판단하여 이의 

확인작업을 행하 다

결함

직무

시 간 지 연 오 류 ,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

류

0.5

2.3

제 어 스 위 치 H S - 0 1 1 A , 

HS-012B를 조작하여 두 트

레인의 디젤구동 보조급수 

펌프를 기동

기기부담 공간제약 
공간부족 표시결함

공간부족으로 모든 기기가 표시되

지 않아 제어스위치 HS-011A, 

012B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직무

실패
시간지연오류 0.01

과다/단순 

표준화
크기

단순하게 표준화하여 크기가 너무 

작아 HS-011A, 012B을 찾는데 시

간이 소요되었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001

색채

기기 및 변수의 색채를 과다, 단순

하게 표준화하여 색채에 의한 기기

의 변별성이 떨어져 HS-011A, 

012B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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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3 직무오류 가능성 분석 결과 : (a) LDP 관련 (계속)

절 차 주제항목 항목특성1 항목특성2 항목특성3 직무오류
직무

특성
오류유형 확률

2.3

제 어 스 위 치 H S - 0 1 1 A , 

HS-012B를 조작하여 두 트

레인의 디젤구동 보조급수 

펌프를 기동

기기부담

정보 

코드/표시

제공된 

정보는 

맞지만 

정보의 

표시/형태

방식이 

부적절

기기의 상태변화를 다른 변수한 

동일한 색채로 표시하여 조작 후 

정보변화를 확인하는데 실패하 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5

기기:환경
배치

물리적 

배치 LDP거리

운전원과 LDP와 거리가 멀어 

가시거리가 짧아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의 기동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1

환경 조명

조도가 낮아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의 기동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시간지연오류 
0.1

2.4

두 트레인의 유량지시계 

FI-017, FI-018를 통해 최소

유량관으로 흐르는 최소유량

이 12m3/h이상인지 확인

기기부담

정보 

코드/표시

정보표시 

않된 경우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 기동후 

최소 유량관으로 흐르는 유량이 

LDP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원은 

각자의 CRT, SC의 display로 

최소유량을 확인하 다

직무

실패

시간지연오류, 

mode error ,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류

0.5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 기동후 

최소 유량관으로 흐르는 유량이 

LDP에 표시되지 않아 대체 변수, 

기기를 확인하 다

직무

실패

시간지연오류, 

mode error , loss 

of activation, 

error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류

0.1

반응시간

지연

update 

정보제공

지연

데이터처리속도문제로 update 

정보제공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았지만 디젤구동펌프의 

기동성공을 확신하여 최소유량을 

확인하지 않았다

직무

실패
생략오류 0.1

현장에서는 최소 유량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데이터처리속도문제로 LDP에는 

12m3/h 초과로 표시되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별도의 직무를 

행하 다

결함

직무

시간지연오류,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류

0.5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LDP의 기능상실에 의해 

최소유량이 12m3/h 이상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관파열로 

판단하여 이의 확인작업을 

행하 다

결함

직무

시간지연오류,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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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직무오류 가능성 분석 결과 : (b) IPS CRT 관련

절 차 주제항목 항목특성1 항목특성2 항목특성3 직무오류
직무

특성
오류유형 확률

1.1

재어스위치 H S - 0 0 9 A , 

HS-010A를 조작하여 두 트

레인의 모터구동보조급수펌

프를 기동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HS-009A를 선택했지만 제어루프 오

작동에 의해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 

대신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작동

하 다

결함

직무
mode error 0.5

기기부담
공간제약 공간부족

간격 

부적합

기기 및 변수의 배치간격이 협소하

여 다른 버튼을 조작하 다

결함

직무
mode error 0.01

과다/단순 

표준화
형상

기기 및 

변수의 

심볼, 

표시문자, 

외양의 

유사성

기기 및 변수의 형상이 동일하여  

HS-009A 대신 010A를 조작하 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001

기기 및 변수의 형상이 동일하여  

가용하지 않는 디젤구동 보조급수펌

프의 제어스위치를 조작하 다

결함

직무
mode error 0.01

기기:환경
배치

기능적 

배치
공간분산

조작한 제어스위치를 다시 조작하여 

모터구동보조급수펌프를 정지시켰다

직무

실패
반복오류 0.1

1.2

두 트레인의 유량지시계 

FI-015, FI-016을 통해 최소 

유량관으로 흐르는 최소유

량이 12m3/h이상인지 확인

기기부담

과다/단순 

표준화
형상

기기 및 

변수의 

심볼, 

표시문자, 

외양의 

유사성

기기 및 변수의 형상이 동일하여 B 

트레인의 유량지시계값을 A트레인

의 최소유량으로 잘못 판단하 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01

반응시간

지연

update 

정보제공

지연

데이터처리속도문제로 update 정보

제공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았지

만 모터구동펌프의 기동성공을 확신

하여 최소유량을 확인하지 않았다

직무

실패
생략오류 0.1

현장에서는 최소유량의 조건을 만족

했지만 데이터처리속도문제로 LDP

에는 12m3/h미만으로 표시되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별도의 직무를 행

하 다

결함

직무

시 간 지 연 오 류 ,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

치수행오류

0.5

탐색부담

4대의 CRT에 모두 유량지시계가 표

시되어탐색해야 할 유량지시계를 잘

못 선택하 다

직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1

기기부담

반응시간

지연

update 

정보제공

지연

CRT상실에 의한 유량의표시결함을 

보조급수펌밸브의 기동저치의 누락

으로 판단하여 정상디동된 배브를 

잘못 제어하 다

결함

직무

시 간 지 연 오 류 ,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

류, 진다오류

0.5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CRT의 기능상실에 의해 최소유량이 

12m3/h이상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유량관파열로 추측하여 이의 확인작

업을 하 다

결함

직무

시 간 지 연 오 류 ,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

류

0.5

1.3

증기발생기 수위를 정상수

위인 협역수위 지시계의 

44%를 유지하도록 유량조

절 밸브 VAF0045와 

VAF0046를 조작

기기부담

반응시간

지연

update 

정보제공

지연

현장에서는 증기발생기의 수위 44%

유지를 확인했지만 데이터처리속도

문제로 CRT에는 44%미만으로 표시

되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별도의 

직무를 행하 다

결 함

직무

시 간 지 연 오 류 ,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은 조치수행오

류

0.5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정보처리상실에 의한 44% 유지실패

를 데이터처리속도에 의한 update 

정보제공 지연으로 잘못 판단하여 

증기발생기의 수위는 44% 유지에 

실패하 다

직 무

실패

mode error, 진단

오류
0.5

2 디젤구동보조급수펌프기동

2.1

주제어실에서 두 트레인의 

스위치 HS-179, HS-180을 

AUTO위치로 설정하여 모

터구동윤활유 펌프를 기동

기기부담
공간제약 공간부족

간격 

부적합

기기 및 변수의 배치간격이 협소하

여 HS-179대신 다른 버튼을 조작하

다

결 함

직무
입력오류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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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4 직무오류 가능성 분석 결과 : (b) IPS CRT 관련 (계속)

절 차 주제항목 항목특성1 항목특성2 항목특성3 직무오류
직무

특성
오류유형 확률

2.1

주제어실에서 두 트레인의 

스위치 HS-179, HS-180을 

AUTO위치로 설정하여 모

터구동윤활유 펌프를 기동

과다/단순 

표준화
형상

기기 및 

변수의 

심볼, 

표시문자, 

외양의 

유사성

기기 및 변수의 형상이 유사하여 

디젤구동보조급수펌프 제어스위치

를 선택하 다

결 함

직무
description error 0.001

2.2

윤활유 압력이 정상압력인

2.039kg/cm3이상인지를 윤

활유 압력지시계 PI-101, 

PI-102를 통해 확인

기기부담
공간제약 

공간부족
표시결함

윤활유압력지시계가 표시되지 않아 

윤활유 압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직 무

실패 누락오류
0.1

반응시간

지연

update

정보제공

지연

압력지시계고장을 반응시간 지연으

로 잘못 판단하여 선행단계에서 모

터구동 보조급수펌프의 기동성공을 

확신하여 유량을 확인하지 않았다

직 무

실패
생략오류 0.1

현장에서는 윤활유 압력이 

2.039kg/cm3이상이 되었지만 정보

처리속도의 지연에 의해 CRT에는 

미만으로 표시되어 다음 작업을 지

연시켰다

결 함

직무

시 간 지 연 오 류 ,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error, 의도하지 않

은 조치수행오류

0.5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CRT의 기능상실에 의해 윤활유 압

력이 2.039kg/cm3이상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펌프고장으로 잘못 판단

하 다

직 무

실패
진단오류 0.5

2.3

제어스위치 H S - 0 1 1 A , 

HS-012B를 조작하여 두 트

레인의 디젤구동 보조급수 

펌프를 기동

기기부담

과다/단순 

표준화
형상

기기 및 

변수의 

심볼, 

표시문자, 

외양의 

유사성

기기 및 변수의 형상이 동일하여  

조작해야 할 HS-011A 대신 012B를 

선택하 다

직 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001

두 계통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와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의 표시문자

의 유사성에  의해 디젤구동 보조

급수펌프의 제어스위치 대신 모터

구동 보조급수펌프 제어스위치를 

선택하 다

결 함

직무
mode error 0.001

기기:환경
배치

기능적 

배치
공간분산

CRT가 분산 배치되어 2대의 CRT

에 보조급수계통이 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CRT1에서 제어스위치를 

선택한 것을 망각하여 다시 CRT 2

에서 제어스위치를 선택하여 기기

의 기능상실이 발생하 다

직 무

실패

반복 오류, mode 

error
0.01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HS-011A를 선택했지만 제어루프 

오작동에 의해 디젤구동  대신 모

터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하 다

결 함

직무
mode error 0.5

2.4

두 트레인의 유량지시계 

FI-017, FI-018를 통해 최소

유량관으로 흐르는 최소유

량이 12m3/h이상인지 확인

기기부담

과다/단순 

표준화
형상

기기 및 

변수의 

심볼, 

표시문자, 

외양의 

유사성

기기 및 변수의 형상의 유사성에 

의해 A트레인의 유량지시계 표시

한 값을 B 트레인의 유량값으로 잘

못 판단하 다

직 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001

반응시간

지연

update 

정보제공

지연

CRT의 정보처리속도지연에 의해 

현장에서는 최소유량이 12m3/h이

상이 되었지만 CRT에는 미만으로 

표시되어 다음 작업을 지연시켰다

결 함

직무

시 간 지 연 오 류 , 

mode error , loss 

of activation, 의도

하지 않은 조치수

행오류

0.5

탐색부담

4대의 CRT에 모두 유량지시계가 

표시되어탐색해야 할 유량지시계를 

잘못 선택하 다

직 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1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CRT의 기능상실에 의해 12m3/h이

상을 만족하지않는 것을 유량관 파

열로 판단하여 이의 복구작업을 지

시하 다

결 함

직무

시 간 지 연 오 류 , 

mode error, loss 

of activation, 의도

하지 않은 조치수

행오류, 진다오류

0.5



- 192 -

표 2.2.15 직무오류 가능성 분석 결과 : (c) Soft Control 관련

 

절차 주제항목 항목특성1 항목특성2 항목특성3 직무오류 직무
특성 오류유형 확률

1.1

재어스위치HS-009A, HS-010A
를 조작하여 두 트레인의 모터

구동보조급수펌프를 기동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SC의 기능상실에 의한 HS-009A의 

START버튼의 기동에 실패하 다

직무
실패 mode error 0.5

기기부담
공간제약 공간부족 간격 

부적합
기기 및 변수의 배치간격이 협소하여 
다른 버튼을 조작하 다

결함
직무 mode error 0.01

과다/단순 
표준화 형상

기기 및 
변수의 
심볼, 
표시문자, 
외양의 

유사성

SC1은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 SC2는 
디젤구동 보조급수펌프가 표시된 상황
에서 두 펌프의 형상이 유사하여 디젤
구동 보조급수펌프를 기동시켰다

결함
직무 mode error 0.1

기기:환경
배치 기능적 

배치 공간분산

2대의 SC에 HS-009A가 표시되어 있
어 SC1에서 제어스위치를 기동한 것
을 망각하여 다시 SC2에서도 기동하

다

직무
실패반복오류 0.001

1.3

증기발생기 수위를 정상수위인 
협역수위 지시계의 44%를 유지
하도록 유량조절 밸브 

VAF0045와 VAF0046를 조작

기기부담

반응시간
지연

update 
정보제공
지연

데이터 처리속도의 지연으로 VAF0045
와 VAF0046을 w작하여 증기발생기의 

협역지시계의 44%유지에 실패하 다

직무
실패입력오류 0.1

공간제약 공간부족 간격 
부적합

배치간격이 협소하여 close 버튼을 눌
다

결함
직무입력오류 0.01

제어입력
부담

정도부족
(미세조정

부적절)

VAF0045, VAF0046의 증가감소버튼의 

미세조정에 실패하 다

직무
실패입력오류 0.1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정보처리상실에 의한 44% 유지에 실
패하 다

직무
실패 mode error 0.5

2 디젤구동보조급수펌프기동

2.1

주제어실에서 두 트레인의 스
위치 HS-179, HS-180을 AUTO
위치로 설정하여 모터구동윤활

유 펌프를 기동

기기부담
공간제약 공간부족 간격

부적합
기기 및 변수의 배치간격이 협소하여 

다른 버튼을 조작하 다

결함
직무입력오류 0.01

과다/단순 
표준화 형상

기기 및 
변수의 
심볼, 
표시문자, 
외양의 

유사성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눌 다

결함
직무입력오류 0.01

2.2
윤활유압력이정상압력2.039kg/c
m

3 이상인지를 윤활유압력지시

계 PI-101, PI-102를 통해 확인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SC의 기능상실에 의해 압력변동이 없
는 것을 윤활유 펌프기동단계 누락으

로 판단하여 펌프를 다시 기동하 다

직무
실패

진단오류, 반
복오류 0.5

2.3

제어스위치HS-011A, HS-012B
를 조작하여 두 트레인의 디젤

구동 보조급수 펌프를 기동

과다/단순 
표준화 형상

기기 및 
변수의 
심볼, 
표시문자, 
외양의 

유사성

표시문자의 유사성에 의해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 제어스위치를 기동하

다

결 함
직무 mode error 0.001

기기:환경
배치 기능적 

배치 공간분산

2대의 SC에 HS-011A가 표시되어 있
어 SC1에서 제어스위치를 기동한 것
을 망각하여 다시 SC2에서도 기동하

다

직 무
실패 반복오류 0.001

기능결함 기능상실 제어루프

오작동

SC의 기능상실에 의한 HS-009A의 

START버튼의 기동에 실패하 다

직 무
실패 mode error 0.5

기능결함 기능상실 표시상실
4대의 CRT에 모두 유량지시계가 표시
되어잘못된 유량지시계의 유량값을 확

인하 다

직 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1

2.4

두 트레인의 유량지시계 FI-017, 
FI-018를 통해 최소유량관으로 
흐르는 최소유량이 12m3/h이상

인지 확인

기기부담

과다/단순 
표준화 형상

기기 및 
변수의 
심볼, 
표시문자, 
외양의 

유사성

기기 및 변수의 형상의 유사성에 의해 
A트레인의 유량지시계 표시한 값을 B 

트레인의 유량값으로 잘못 판단하 다

직 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001

기능결함 기능상실 표시상실

4대의 CRT에 모두 유량지시계가 표시

되어잘못된 유량지시계의 유량값을 확

인하 다

직 무

실패

description 

error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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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과 검토 및 토의

(1) 분석결과의 검토

  대형정보화면과 CRT, 소프트컨트롤이 지닌 특성 중에서 각각이 독립적

으로 운전원의 직무에 향을 끼치는 기능의 상실, 기기의 설계특성에 기

인한 기기부담 항목은 주효과로 표현하 으며 조명, 소음, 분진 등의 기기 

환경과 기기 배치와 관련된 작업공간문제에 의한 간접적인 향을 교호효

과로 표현하 다. 그리고 주효과, 교호효과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하위 요

소들을 항목특성으로 명명한 후 상세 분류하 다. 공통정보에 근거한 상황

파악을 위해 운전원들은 대형정보화면을 집중적으로 탐색해야 하므로 

CRT와 소프트컨트롤과는 달리 항목특성 중 공통부담요소에 의해 직무 오

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원의 작업위치와의 거리, 조명문제도 부

담요인이 된다. 운전원은 원전상태를 탐색할 때는 개인적인 CRT를 우선

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탐색부담요소에 의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조작행위시 소프트컨트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때 제어입력의 부담이 추가된다. 4대의 CRT와 소프트컨트롤로 구

성되는 개인 워크스테이션은 대형정보화면과 비교하여 작업공간의 기능적 

배치문제가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위의 표는 3종류의 기기가 공

통적으로 지닌 문제점뿐만 아니라 기기의 사용목적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2) 기존의 인적 오류 가능성 평가와의 비교 검토

  본 기법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점은 기존의 HRA에서 수행되는 오류 가

능성 분석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HRA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

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HRA에서는 해당 직무의 오류 가능성을 그 직무가 속한 

시나리오와 독립적인 단위 행위로 취급하여 전체 오류 확률의 보수적인 

명목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차세대 원자로에서는 이 단계에서 

screening 한계를 넘는 중요한 오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THERP/ASEP에 의하여 세부 분석 및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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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오류 확률과 무관하게 제어실 설계에서는 이러한 오류의 발생

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어실 기

기의 설계 및 통합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가 점검하고, 오류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오류 발생을 방지할 수 있

도록 설계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기존의 HRA에서는 인적오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없으므로 제어실 설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둘째로, 운전원의 직무는 계통 기기와 같이 단순히 독립적인 단위 기능

으로 평가되어서는 불충분하다. 독립적인 행위로는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

하더라도 다른 직무와의 향과 시나리오의 복잡한 전개 및 부분적인 결

함의 파급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PSA/HRA가 기기 

기능을 중심으로 단위 기능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전제를 두고 평가되

기 때문에 인적오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안전성의 향을 평가하는데는 

불충하다고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운전경험상으로 수많은 운전원의 오

류가 적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중요한 사실

이다. WASH-1400이후로 운전원의 오류는 안전성 평가에 상정되는 시나

리오를 넘는 최대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이 기존의 HRA에서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거나 누락된 오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기법으로 제안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차세대 원자로 

MMI 설계가 기 수행되고 제출된 HRA/PSA 결과에 심각한 향을 주지

는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세대 원자로 설계의 많은 부분에서 

오류 가능성이 상존함을 확인하 으므로, MMI 기기의 설계에서 인적오류 

가능성에 대한 보완을 제안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기법으로 인하

여 MMI 설계에 대한 HRA 업무의 구체적인 실무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 결과 보완점 토의

  인적오류 가능성은 PSA에서 평가되는 확률에 따라 평가되는 것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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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은 정성적인 측면에서 오류 가능성

의 범위를 검토하여 인간신뢰도 확률은 물론 제어실 설계 과정에서도 활

용가능한 정보를 도출해준다. 사례에서 제시된 보조급수계통 작동실패의 

다양한 경우는 일회적인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체 기법에서 제

시하듯이 다시 분석의 초기 단계로 순환하여 현실을 정확히 반 하면서도 

효과적인 오류 가능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동적인 분류체계의 개발이 추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제어실 기기 특성에 따른 오류 가능성은 앞에서 제시

한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 가능성 평가체계와도 적절히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서는 우리나라가 후발 원자력 산업국으로 발돋움

하는 과정에서 계측제어 기능의 전산화에 대한 기술적인 부담을 해결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첨단 제어실을 도입하려는 차세대 원전은 MMI 및 인간

공학 관련 기술개발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첨단 제어실 기

기의 특성에 따른 인적오류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설계에서 오류 

향을 최소화하거나 오류 대응 기능을 확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PSA/HRA에서 인적 오류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전담하기에는 기술적인 배경이나 기법 및 자료의 부족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제어실 설계에 활용가능한 인간공학 정보를 생산하도록 

새로운 인적오류 가능성의 정성적인 평가체계를 제안하 다. 인적오류 가

능성의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하도록 기존의 설계 및 평가 체계를 전환하

여 인간공학 분야를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로 보아 전산화에 따른 부담은 인간공학적

인 측면에서만 해결하기 보다는 전산화에 따른 훈련 및 운 관리 개념의 

변화와 계측제어에 대한 현실적인 인허가 규제가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공학적 평가기술 개발은 물론 그동안

에 원자력 분야와 타 산업에서 쌓아온 관련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귀중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본 과제에서는 차세대 원자로와 같이 전산화된 기기를 도입하는 원전 

제어실의 설계에서 인적 오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론을 제시하 다.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확률론에 입각하여 제한적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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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던 인적오류 가능성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강하여 인적오류의 가

능성 검토 범위를 확장하 을 뿐만 아니라, 향후 원전 제어실의 인간공학

적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몇가지 주요 

안전성 분석 사례 적용을 통하여 MMI 기기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의 보

완과 원전의 안전성 확률 분석의 입력 정보가 되도록 도출한 오류 가능성

의 정량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기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는 앞에

서 언급한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 가능성 평가체제와 결합이 추후 연구과

제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HEP 정량화 및 PSA 연계에 대한 검토

  본 과제에서 제안된 HRA 재평가 기법은 기존의 HRA 기법이 가진 불

확실성 추정 수준의 인적오류 가능성 분석을 확대하여, 수행오류나 다른 

오류 개입의 가능성을 분석하도록 제안된 것이다.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서 

HRA를 위한 분석업무의 전체 체계를 표시한 앞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성적 분석에서 도출된 개별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정량화 평가는 제

안된 screening 과정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은 앞

으로 추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첫째, 정량화 과정 및 연계업무와의 결합을 위한 실무 절차의 세부 개발

이 필요하다. 정성적인 분석 결과를 전체 안전성 판단에 결합하여 다른 분

야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행

되어야 한다. 정량화는 앞에서 제안된 4가지 수준의 개괄적인 정량화 기준

에 따라서 착수되고 전체 HRA 및 PSA 과정은 물론 HSI 설계자들의 판

단과 결합하여 반복적으로 screening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한다. 이는 

ATHEANA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 의견에서도 HEART등의 응용 가

능성에 대한 언급이 유사하게 발견된다. 또한, 오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범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screening하여 중요도에 따른 상세 분석 및 설

계에서의 대응방안의 마련으로 설계업무들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제안된 기법은 기기에 의해 유도된 새로운 오류 가능성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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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기존의 자료 중에서 적절한 기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로는 MMI기기에 대한 FMEA 자료나 신뢰도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오류

분석에 포함되는 운전원 작업 행위의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에 의

한 개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설계과정에서 인간공학적 설계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직무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MMI 기기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본 과제에서 제안된 기법과 결합하는 것이 추가되어

야할 것이다. 

  셋째, 차세대 원자로에서 언급된 전체 사례로 적용을 확장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본 과제의 사례 적용은 기법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의 인허가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인적오류 가능성 검토에 대한 보완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법의 안정화와 함께 사례분석 결

과를 도출함으로써 제안된 기법의 개념과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HRA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하

여 장기적인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로는 제어실 기기와 관련된 오류 가능성의 범위를 추적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조직 및 관리, 문화 등 다른 오류 향요인(Error 

Shaping Factors :ESFs)들에 대한 분류체계가 동일하게 정량화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본 과제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

으나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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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모음

ASEP: Accident Sequence Evaluation Program

ATHEANA : A Technique for Human Error Analysis

CREAM : Cognitive Reliability and Error Analysis Method

EOC: Error of Commission

ESFs: Error Shaping Factors

HCR: Human cognitive Reliability

HEP: Human Error Probability

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

HSI: Human System Interface

IPS: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LDP: Large Display Panel

MMI: Man-Machine Interface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Fs: Performance Shaping Factors

SAR: Safety Analysis Report

SHARP: Systematic Human Action Reliability Prediction

SLIM/MAUD: Systematic Likelihood Index Method

SSAR: Standard Safety Analysis Report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V&V: Verification an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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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계측제어기기 수명평가

1. 전자기파 내환경 설계기술 개발

가. 디지털 제어기기의 전자파 취약성 및 열화 메커니즘 평가

(1) 집적회로 고장 형태

집적회로는 Bipolar junction transistor들로 구성되는 bipolar IC 

(integrated circuit)형과 metal oxide semiconductor(MOS) transistor소자로 

만드는 MOS IC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고집적회로(VLSI : 

very large-scale integrated circuit)는 소비전력이 적고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MOS형이 쓰인다. 이 MOS형은 게이트(gate)의 재질과 극성에 따라 

P-MOS, N-MOS, C-MOS 등으로 나뉘어 진다. 

집적회로의 제조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리콘 반도체판을 화학처리 

하여 절연층, 도전층, 그리고 반도체층을 생성하며, 정 한 석판 인쇄기술

(lithographic)과 같은 공정으로 집적회로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만들고, 각 

소자(chip)는 외부로 연결되는 lead frame과 아주 가는 선으로 접속하고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등으로 몰딩한다. 집적회로의 제조에는 매우 복잡하

고 섬세한 공정을 거치게 되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적회로 소자의 신

뢰성에 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은 그 중에서 주요한 고장 메커니즘의 예

를 나타낸다.

(가) Electromigration

Electromigration은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질량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이 고장을 일으키는 정도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큰 전류 도

(105A/cm2)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통의 전기회로에서는 발생되기 어렵지

만, 고집적회로에서는 전류 도가 위의 값보다 크게 설계된다. 이 현상은 

알루미늄 금속 고집적회로에서 단선고장을 일으키는 주원인의 하나로 분

석되고 있다. 구리를 첨가한 구리-알루미늄 혹은 알루미늄-실리콘(Al-Si)

합금은 이 현상이 매우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온도 및 전류 도가 이 

현상의 진행속도에 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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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층 파괴(Dielectric Breakdown)

유전층 파괴는 MOS(Metal-Oxide Semiconductor)집적회로에서 얇은 유

전층 때문에 일어나는 주 고장유형이다. 순간적인 전기충격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안의 전계 향을 받을 때에도 이 현상이 일어나며, 온도 및 전계

강도가 진행속도에 향을 준다.

(다) 부식(Corrosion)

집적회로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적회로판과 리드프레임을 지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층으로 된 거푸집 모양의 화합물을 접합하게 된다. 이 때 

두 층 사이로 습기가 스며들어 집적회로의 연결회로에 부식을 일으키게 

된다. 이 부식은 IC회로의 전류 전도도에 향을 주어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압축, 봉, 보호막 등의 기술과 방법의 개선으로 부식문제가 상당히 

감소하 으나 아직도 부식은 집적회로의 형태와 제조공정 등에 따라 달라

지는 주 고장유형 중의 하나이다. 습기, 구동전압 및 온도 등이 부식의 진

행에 향을 주는 인자들이다.

(라) 정전기 장애

MOS 집적회로의 산화물 게이트에 과도한 전압이 인가되면 게이트의 유

전층이 파괴되어 소자의 기능을 상실한다. 산화규소의 경우 허용 전계강도

가 8MV/cm이고 게이트의 두께는 2.5μm이므로 게이트는 20V이상 견디

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의 몸에서도 수천 볼트의 정전기가 발생

되므로 조립된 장비에 적절한 접지와 커버 등을 사용하여 정전기로부터의 

보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접점손상, 피로, 봉불량 등

환경조건 및 제품의 고유품질 등에 따라 접점손상, 피로, 봉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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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온도, 금속 종류, 사용된 불순물 종류 등이 접점손

상에 관련이 깊고, 피로는 접착력 및 온도의 변동 빈도 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 또한 봉불량은 압력 및 대기의 조건에 따라 향을 받는다.

(2) 디지털 기기의 고장 유형

(가) 디지털 장비의 구조적 차이

디지털장비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와는 그 작동방식이 다르므로 고장

유형(failure mode)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디지털장비의 출력모듈이 

stuck-on 상태로 고착되는 고장의 경우에는 안전계통의 작동을 방해하여 

플랜트의 안전성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디지털장비는 사용목적과 설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므로 일률적으로 고장의 유형과 그 고장의 

향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드웨어 구조에 대하여 고장유

형을 분류함으로써 고장대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템은 공정센서, 입출력 모듈, 

데이터 및 논리처리부, 통신 네트워크, 구동기(actua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1은 간단한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

다. 아날로그 시스템과 디지털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 아

날로그 계통은 일반적으로 다중채널간에 서로 기기나 소자를 공유하지 않

는다. 그러나 디지털 계측제어 장비들은 신호처리와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프로세서와 통신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공통기

능에 관계되는 소자들의 고장은 여러 채널에 동시에 향을 줄 수 있다. 

그림 2.3.1에서 프로세서의 고장은 프로세서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입출력 

채널의 기능을 잃게 만든다.

다중화 구조로 설계된 디지털 장비의 고장은 자가진단(self-diagnostic) 

기능에 의해 발견되고, 고장이 발견된 채널을 격리하고 대기중이거나 정상 

동작중인 채널로 기능을 전환(switch-over)한다. 진단장치가 고장을 검출

하지 못하거나 switch-over 기기의 기능상실은 시스템 전체의 기능상실로 

발전되어 다중화 시스템의 fault-tolerance 특성을 잃게 된다. 입출력모듈

을 공유하고 자동 고장검출기능을 가진 이중화 중앙처리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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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over 회로로 fault tolerance를 구현한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는 

결코 switch-over 회로의 신뢰도보다 나을 수는 없다. 즉 이 switch-over 

부분이 시스템의 common-module이 되고 이중화된 계통의 성능을 좌우하

게 된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스템은 공통원인고장(CCF : Common-Cause 

Failure) 혹은 공통모드고장(common-mode failure)의 발생 가능성이 아날

로그 계통보다 훨씬 높다. 

 

구동기, 

Relay 

계측기 아날로그 

입력모듈 
Data 

Bus

중앙처리기 

및 메모리 

Output 

 Bus 

Output 

Module

그림 2.3.1 디지털 장비의 일반적인 구조적 구조

(나) 디지털 소자의 고장유형

표 2.3.1은 대표적인 디지털 소자인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입출력모듈의 

고장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나열된 고장유형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향

은 시스템의 설계 특성, 자동 고장검출 및 진단 성능 등에 따라 매우 달라

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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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기의 고장유형

소자(device) Category Failure Modes

마이크로프로세서 CPU Bit Error - Stuck bit or multiple bits
- Dynamic faults or cross talk
- Instruction time or wait state stall
- Micro code or macro code error
- Arithmetic Logic Unit(ALU) faults
- Access time wait state logic faults
- Stuck IRQ(interrupt Request)
- Stuck or loss of timing
- Device specific faults

I/O port error - Cross talk on Input/Output Lines
- Stuck Input/Output lines
- Data direction faults(I/O port)
- Signal too fast or slow(I/O port)

Communication 
Error

- Lost bit, bits, or message
- Wrong sender/receiver message
- Time out
- Deadlock
- Parity generator fault
- Frame fault or buffer overrun

Direct Memory 
Access (DMA) 
error

- Stuck direct memory access
- x-talk
- loss of I/O communication
- bus request stuck
- transfer time incorrect

Timing problem - timer register fault
- wrong timer
- timeout/overrun
- timebase fault
- set/reset fault
- IRQ/poll fault
- trigger too early/late

Input Module Error - Stuck on/off
- Upscale/downscale/conversion fault
- Drift or calibration error
- Unstable input
- Isolation fault
- Linearization/conpensation error

Output Module Error - Stuck on/off
- Upscale/downscale
- Conversion fault
- Drift or calibration error
- Unstable output
- Isolation fault
- Linearization/compensatio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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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thmetic Logic Unit(ALU)의 기능상실이나, 프로세서 입출력 bit의 고

착(stuck) 등 대부분의 고장은 시스템의 작동에 중대한 향을 미친다. 그

러나 잘 설계된 고장검출 및 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에러 발생시 즉

각적인 채널전환 등으로 고장을 차단하므로 시스템의 기능상실을 막을 수 

있다. 

(다) 디지털 계통의 고장유형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된 디지털 시스템의 고장은 여러 원인으로부터 발

생되어왔다. 디지털 장비의 고장원인(failure cause)을 크게 분류하면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운전원의 운전조작 실수, 환경 스트레스 등이

다.  하드웨어 고장은 불규칙 고장과 공통모드 고장을 모두 일으킨다. 하

드웨어의 불규칙고장(random failure)은 다중성을 확보한 시스템에서는 문

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기능상실로 표현되는 소프트웨어 고장은 그 

기능이 작동되는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고장으로 나타난다. 또한 환경인자

에 의한 고장은 다중채널이라도 설치장소가 같거나 충분한 물리적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공통모드 고장을 초래할 수 있다.

① 미국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경험 분석

NRC가 작성한 디지털 계통의 고장사례를 보면 디지털 장비의 고장원인

은 소프트웨어의 결함, 인적실수(human error), 전자기파 장애, 그리고 하

드웨어 소자의 고장발생 등 4가지로 분류하 다. 각 원인의 증상 및 초래

된 현상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 2.3.2와 같다.

대부분의 디지털 계통 고장은 시스템의 오작동(erroneous actuation)이나 

작동정지로 나타난다. 표 2.3.2는 고장사례모음 문서를 임의로 분류한 것이

나 여기서 작동정지와 오작동을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다. 소프트웨어

결함의 경우 성능시험이나 설계확인 및 검증 단계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소프트웨어의 upgrade 과정에서 결함이 유입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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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오류는 데이터의 입력오류에 의한 계통 오작동 혹은 오류(error)가 많았

으며, 전자기파장애의 경우는 voltage spike에 의한 작동이상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하드웨어의 고장은 여러 유형 중에서 전원공급기의 고장 혹은 

이상상태로 인한 시스템 고장이 자주 발생되었다. 

표 2.3.2 디지털 시스템의 고장원인 종류

고장원인

증상 및 결과

시스템 오작동

(spurious 

actuation or 

unexpected 

operation)

작동정지

(loss of 

operation)

부정확, 변동 

(Incorrect, Output 

change)

기타

(Others)

합

(Total)

소프트웨어 14 17 13 6 50

인적오류 5 6 4 15

EMI 1 8 1 10

하드웨어 10 19 1 30

합 30 50 19 6 105

② 디지털 제어계통의 다른 고장사례

Paula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된 10개의 fault-tolerant 디지털제어시

스템의 사용경험 중 다중채널에 향을 준 공통원인고장을 분석하 다. 10

개의 시스템 중 9개는 이중화된 제어계통이고 나머지 하나는 2/4선택 논

리를 갖는 보호계통이었다. 표 2.3.3은 발견된 공통원인 고장을 유형별로 

분석한 것이며, 소프트웨어가 공통원인 고장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

소임을 알 수 있다. 

표 2.3.3에 조사된 디지털 제어계통은 다중화가 되지 못한 공통하드웨어

가 있다. 시스템 bus, wiring, shared disk, shared A/D converter, 공통 

전원공급기 등 중앙처리장치가 이중화되어도 시스템의 설계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공통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엄 한 의미에서 여러 

채널에 동시에 일어나는 CCF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표 2.3.3의 분류에 포

함되지 않았다. 조사된 10개의 장비 중 2개의 장비에서 공통하드웨어 고장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계통의 설계에 따라 공통하드웨어의 

범위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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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Canadian Deuterium Uranium)형 원자력발전소에서 두 대의 컴

퓨터로 구성된 이중화 제어의 경우, 두 대 컴퓨터가 모두 고장을 일으켜 

플랜트 제어기능을 상실한 사례가 4번 있으며, 그 원인은 모두 예방정비

(maintenance) 및 시험도중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표 2.3.3

에서 조사된 CCF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예방정비와 시험(Operation/ 

Maintenance)상의 오류임을 뒷받침한다. 

표 2.3.3 공통원인 고장사례의 유형별 분류

Failure 

Category
Failure Cause and Feature

No. of 

Common 

Cause 

Events

Remarks

Hardware

Common hardware defect in 

redundant channels of the 

high-integrated protection system

1
7 single channel failures 

occurred in the system

Software 9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f CCF
Operation/ 

Maintenance
7

The second most 

significant  factor of CCF

Others

Environmental 

Stressors

High temperature 

due to the failure 

of air-conditioning

1

Multiple computer 

failure due to 

lightning

1

Power Supply related failures 5

Unidentified 11

(3) 원자력 안전계통의 내환경 관련 고장원인 분석

ORNL은 License Event Reports(LER)를 분석하여 1982년부터 1991년까

지 10년 동안 안전계통에 발생한 고장을 종합하 다. 안전계통 고장은 보

호계통의 Channel Trip 이상과 ESF 작동신호 발생의 경우를 포함한다. 

표 2.3.4는 고장원인이 환경인자로 판단된 경우를 환경요소별로 분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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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기타로 분류한 숫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환경인자로 

인한 고장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기타로 분류된 것 중의 

상당수도 환경에 의한, 특히 온도나 부식에 의한 고장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원공급기 기능상실로만 고장원인이 보고되는 경우 이것이 소

자의 열적열화(thermal aging) 혹은 고온에 의한 향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장발생 환경인자 중에서 EMI/RFI에 의한 고장빈

도가 적지 않으나, 지금까지 아날로그 계측제어기기는 전자기파의 향에 

대하여 매우 강한 내성이 있다고 간주되어 내환경 검증항목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표 2.3.4 원자로 안전계통 고장원인 분류

고장원인
원자로 형태

합계
가압경수로 비등원자로

온도(temperature) 7 5 12

습도 및 습기

 (humidity/moisture) 
10 13 23

부식(corrosion) 3 8 11

EMI/RFI, ESD 22 21 43

Lightning 6 4 10

Maintenance Error 50 51 101

Others 118 192 310

합계 216 294 510

한편 위의 고장원인 중에서 EMI/RFI로 인한 고장 발생의 원인을 전자

기파 장애의 형태에 따라 표 2.3.5와 같이 전자기 스파이크, 무전기 사용

(RFI), 정전기 방전(ESD : Electrostatic Discharge)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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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EMI/RFI 관련 안전계통 오동작

EMI/RFI 원인 종류
가압경수로(PWR)

발생횟수/(비율)

비등경수로(BWR)

발생횟수/비율

미확인 잡음 스파이크(Noise Spike) 5/(22.7%) 2/(9.5%)

휴대용 무선기 사용에 의한 계측 

transmitter 측정값 오류 
7/(31.8%) 5/(23.8%)

안전채널 EMI/RFI 유도잡음 발생 9/(41.0%) 14/(66.7%)

정전기방전(Electrostatic 

Discharge)으로 인한 장애
1/(4.5%) 0(%)

(4) 열화(Thermal Aging)

모든 상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 혹은 특성이 변하게 된다. 많은 

경우 이 특성의 변화(rate of deterioration)는 성능의 저하로 이어지며, 이 

변화율에 따라 상품 혹은 재질의 수명이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노화현상

(aging)에 향을 주는 것은 방사능(radiation), 온․습도, 진동(vibration), 

작동횟수(operation cycling) 등이 있다.

원자력 안전기기들은 플랜트의 수명기간 동안 작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

라 설계가상사고에서도 그 안전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기기의 작동환

경에서 aging으로 인해 안전기능에 장애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aging analysis는 내환경 검증의 한 항목으로 요구된다.   

노화 및 열화효과에 대한 평가는 환경검증시험 이전에 그 기기에 aging

효과가 두드러지게 있는 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수행된다. Aging의 형

태는 열화, 방사능, 마모, 진동 등이 포함된다. 극한환경에 있는 기기들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동작하는 기기보다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장기간 심하

게 받게 되므로 aging 대처 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다. Aging 프로그

램은 자연적 aging과 age conditioning(accelerated aging) 등이 있다. 만일 

age conditioning과 자연적 aging 방법에 의한 시험이 기술적으로 유효하

지 않거나 부적절하면 aging 효과를 검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주기적 시

험 및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기기를 구성하는 재료가 어떤 환경인자들에 

대하여 노화상승작용(synergistic effect)이 있다고 알려지는 경우는 aging

시험에 이를 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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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응이론(Collision Model)

열화(thermal aging)는 화학적 반응속도(chemical reaction rate)로 설명

이 되며, 많은 화학적 반응(reactions)은 충돌모델(collision model)로 설명

할 수 있다. A(g) + B(g) -> 생성물(Product)과 같은 반응에서 화학반응

은 A 분자와 B 분자들간의 충돌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모든 분자들의 

충돌이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충돌은 화학반응을 일

으키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충돌마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자의 기하학적 위치가 서로 맞아야 

한다. 간단한 기체상태의 보론과 요오드화수소의 반응(Br(g) + HI(g)  

HBr(g) + I(g))에서 충돌시 수소원자가 쉽게 보론에 접근될 수 있는 위치

에 있지 않으면 이 반응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입체효과(steric 

factor)라고 부른다. 두 번째 요소는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이

다. 분자들은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서로 당기고 있다. 이 결합을 끊기 위

해서는 충돌로 인한 운동에너지가 충분히 커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

돌모델로 설명되는 화학반응에서 반응률은 다음 식과 같이 된다. 

k = p * Z * f

여기서 p는 steric factor로 총 충돌횟수 중에서 적합한 기하학적 위치를 

갖는 유효 충돌수의 비(0  1 사이의 수)이다. 그러나 이 값을 계산하거

나 구하는 값은 쉬운 일이 아니다. Z는 횟수/초 단위로 표현되는 시간당 

분자들의 충돌 횟수로서 기체인 경우는 운동이론으로부터 구해진다. f는 

총 충돌횟수 중에서 활성화에너지보다 큰 경우의 비율이다. 이것은 f = 

Exp(-Ea/RT)로 표현된다. 여기서 Ea는 활성화에너지(activation energy), 

R은 기체상수(gas constant)이고, T는 절대온도이다.

위의 식으로부터 활성화에너지(activation energy)가 크면 f는 감소한다. 

따라서 활성화에너지가 큰 반응은 작은 활성화에너지 반응보다 서서히 일

어난다. 실제로 대부분의 반응은 상온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소와 산소의 반응 2H2 + O2 -> 2H2O는 폭발성의 발열반응이지만, 산소 

와 수소를 가열하지 않으면 상온에서 반응률은 거의 제로이다. 이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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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너지가 매우 높기 때문이며, 온도가 오르면 반응률이 증가한다.

(나) Arrhenius Model

앞 절에서 제기한 충돌반응에서 반응속도 혹은 반응률은 

k = p * Z * Exp(-Ea/RT)  

로 표현된다. 여기서 Z는 충돌률, p는 입체효과(steric factor), Ea는 활성

화 에너지, R은 기체상수(Boltzmanns Constant : 8.31*10
-3kJ/molK), 그리

고 T는 절대온도이다. 위의 식에서 온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입체효과는 

분명히 온도와 전혀 관계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충돌률 Z는 온도에 

약간의 관계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온도 100도(섭씨)의 변화(500°K부

터 600°K까지)에 대하여 충돌률 Z의 변화는 10% 이내이다. 따라서 위 식

의 p*Z 부분을 상수화하여 온도에 대한 변화를 근사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이 된다. 

k = A * Exp(-Ea/RT)

혹은 위 식의 양변에 대수를 취하면

Ln(k) = Ln(A) - Ea/RT

가 된다. 위의 두 식을 아르헤니우스 모델(Arrhenius Model)이라 한다. 여

기서 반응률 혹은 반응속도의 역수 1/k는 반응이 일어나는 주기 즉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의 의미를 지닌다. 기기 및 재료의 노화를 

다루는 경우 이 반응률의 역수를 수명(life)으로 정의한다. 즉,

L(수명) = 1/k = 1/A* Exp(Ea/RT)

위식을 대수함수로 표현하면,

 Ln(L) =  Ea/R * (1/T) + Ln(1/A) 

이 된다. 이식은 수명의 로그값(Ln(life))과 절대온도의 역수(1/T)간에 1차 

선형함수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위의 로그 함수형 Arrhenius모델

을 가지고 두 온도간의 수명 혹은 반응률의 차이(비율)를 구해보면 두 온

도(T1, T2)에서 각각의 Arrehenuis 방정식은 

Ln(L1) = Ea/R * (1/T1) + Ln(1/A)

Ln(L2) = Ea/R * (1/T2) + Ln(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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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되고 여기서 L1과 L2는 T1과 T2에서의 수명 혹은 반응주기이다. 

위의 두 식을 빼면 

Ln(L1/L2) = Ea/R * (1/T1 - 1/T2)

가 된다. 위 식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온도에 의한 수명의 차이(L1/L2) 혹

은 반응속도의 차이를 알 수 있으므로 재질의 열화가속시험(thermal 

accelerated aging simulation)에 이용될 수 있다. 마지막 식에서 온도 T1

(낮은 온도환경)에서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 온도 T2(높은 온도)에서 

수명 L2를 측정하면 이 식으로부터 L1을 예측할 수 있다. 이때 물질에 따

른 활성화 에너지(activation energy)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활성화 에너

지는 경험적이거나 실험적인 데이터로부터 구한다. 

(다) 기타 열화 모델

① Eyring Model

Eyring Model은 온도 이외의 다른 요소(stressor)들이 반응속도에 향

을 주는 경우에 이용한다. Eyring 모델은 아래의 식과 같이 일반적으로 

표현된다.

k = k0 * EXP(nS) = aT
w * Exp(-b/RT) * Exp(S(c+d/RT))

여기서,

- k0 = 다른 스트레스요소가 없는 온도만 고려된 경우의 반응속도

- k = 다른 환경요소가 가해진 경우의 반응률

- R = 볼츠만 기체상수

- T = 절대온도

- a, b, c, d, 및 w = 시간, 온도,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상수

- S = 스트레스 함수

- n = c + d/RT 이다.

부식(corrosion)이 기기의 수명을 결정하는 주 요소인 경우 평균수명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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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 = A * Exp(Ea/RT) * FRH * Fv

여기서 A는 상수, FRH는 습도효과, Fv는 인가전압효과를 반 하는 값이

다.

② Inverse Power Model

Inverse Power 모델은 재료의 피로(fatigue), 캐패시터의 유전파괴, 여러 

기기로 구성된 장비의 노화 등을 시험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써 다

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L = 1 / kVn

     L = 수명 혹은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데 걸리는 기간

k, n = 재질 및 실험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양의 파라미터

V = 스트레스(예, 전압, 전류, 온도 등)

(라) 열화 모델의 평가

Arrhenius 모델은 전형적인 열화시험 모델로 다른 모델보다 간단하며 

재료에 따른 활성화에너지만 구해지면 쉽게 수명 혹은 반응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Reg Guide 1.89를 통해 승

인된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모델은 화학반응의 시간-온도 관계만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고집적회

로(VLSI)에서는 여러 복잡한 aging 현상이 존재한다. 특히 습도는 디지털

기기에서 노후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따라서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및 

인가전압을 모두 고려하는 Eyring 모델이 디지털기기의 열화 시험에는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열화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기술

동향을 고려하면 복잡한 Eryng 모델을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까지의 규제기술에서는 원

전의 디지털장비의 노화 시험에 Arrehenius 이외의 다른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분명한 요구가 확립되지 않았다. 

경험적으로 금속은 온도-시간의 인자에 대하여 별로 향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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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어 왔다. 따라서 열화평가는 안전기기의 비금속 재질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면 전선 케이블의 경우 내부 도체는 열화의 문

제가 되지 않으며 외부를 덮고 있는 절연체의 열화속도가 케이블의 수명

을 결정하게 된다. 

집적회로(IC)의 경우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환경적 고장 메커니즘이 있지

만 이러한 고장을 피하기 위하여 반도체 제조회사에서 충분한 시험과 관

리(screening)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소에 디지털장비의 적용에 

있어서 위의 다양한 환경적 고장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새로운 디지털소자

의 노화시험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다. 

따라서 제조회사의 적절한 신뢰성 시험 및 관리방법을 확인하고, 그 시험 

및 품질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자력발전소에의 적용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하 듯이 비금속 재질에 있어서의 Arrhenius

모델적용은 아직도 적용되는 데 무리가 없다.

 

(5) 방사능 및 마모 Aging

(가) 방사능 Aging 

Aging 평가에 의해서 방사능에 대한 aging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기

의 수명기간 동안 정상 운전시의 방사능 양과 설계사고시에 입게 되는 방

사능 피폭량을 합한 총 누적 방사능 양을 조사하여 그 aging 효과를 시험

하여야 한다. 냉각재 상실사고 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능의 양

이 108rad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대부분의 고집적회로는 이 수준의 방

사능의 세기에 파괴될 것이므로 격납용기 안에는 디지털 기기의 설치를 

삼가야 한다. 

(나) 마모 Aging

연속 혹은 반복동작에 의하여 마모가 예상되는 전기기계의 경우 마모 

aging 시험을 환경시험(type test) 이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펌프 및 밸브

의 예상되는 작동횟수, 전원의 on-off 횟수 등이 해당 기기의 기기검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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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나. 원전 현장 전자기파 환경평가(EMI Site Survey)

전자기파 환경에 대한 측정과 조사는 주로 기 설치된 혹은 설치 예정인 

전자기기의 특성을 규명 혹은 확인하거나, 제어기기가 설치되는 장소의 전

자기-생물학적인 인과관계 등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원

자력 발전소의 전자기파 환경조사는 전자기파 환경이 발전소의 안전기능

이나 그 밖의 기기작동에 방해를 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기기를 디지털기기로 교체하면서 디지털기기

의 전자기파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고장 등이 발생하여 EMI에 의한 고장 가능성을 의

심하고 주변 전자기파 세기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EMI Site Survey

를 수행하기도 한다. 최근 미 전력연구소(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ORNL) 등에서 신규 디지털기

기에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EMI 기기검증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하여 미국의 발전소에 대해 전기잡음의 강도를 측정하 다. 국내 발전소 

또한 필요 시 외국의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전자기환경 조사를 수행하여 

왔으나 장기간의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고 소요비용이 과다하 다. 그러

므로 본 과제에서 원자력 안전기술원(KINS) 등과 공동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한 전기적 잡음을 측정

하여 EMI Site Survey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하 으며, 이들 데

이터를 인허가 규제기술 기준 확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제공하 다. 또한 

ORNL과 공동으로 국내외 발전소의 전자기파 환경 데이터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 다.

(1) 측정항목 및 방법

원자력 발전소에서 EMI Site survey를 수행하기 위한 측정항목과 측정

방법은 주로 MIL-STD-461E의 표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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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항목

전자기환경(Electromagnetic Environment)은 전도(Conducted) 및 복사

(Radiated) 잡음의 수준을 주파수 역별 첨두치(Peak) 혹은 실효치(RMS: 

Root Mean Square)의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낸다. Site Survey를 위한 잡

음측정 방법은 MIL-STD-461E의 측정항목 CE101, CE102, RE101, RE102

를 적용하여 표 2.3.6과 같은 주파수 범위로 측정한다.

표 2.3.6에서 MIL-STD-461E는 CE102의 경우에 전압단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Site Survey를 위해서는 대개 전류 프로브(probe)에 의한 dBμA 

단위로 측정한다. 이것은 측정할 때 선로의 단자 등에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이 케이블의 바깥에 클램프를 걸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림 2.3.2와 

그림 2.3.3은 각각 전도방출 및 복사방출 전자기 잡음 측정을 위한 기기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RE102의 경우는 측정 주파

수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주파수 역별로 여러 개의 안테나가 필요하

다. 따라서 1GHz 이상까지 측정하려면 4개 정도의 안테나들을 바꾸어 가

면서 측정하여야 한다. 그림 2.3.3은 두개의 안테나를 EMI Receiver의 입

력1과 입력2 단자에 연결하여 한번에 두개의 안테나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한 것으로서, 이는 한번의 안테나 교체로서 넓은 주파수대역의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표 2.3.6 시험항목

시험항목 주파수범위 측정 지점 측정 단위

CE101: Conducted 

Emissions
30 Hz - 10 kHz Power Leads [dBμA]

CE102: Conducted 

Emissions
10 kHz - 10 MHz Power Leads [dBμV]

RE101: Radiated 

Emissions (Magnetic field)
30Hz - 100 kHz 공간 [dBpT]

RE102: Radiated 

Emissions (Electric Field)
10kHz - 1GHz이상 공간 [dBμ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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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전류 Probe를 사용한 전도성 잡음측정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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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k 

Equipment 

Rack 

Equipment 

Rack 

EMI Test

안테나

그림 2.3.3 두 개의 안테나를 사용한 복사 전자기파 강도 측정도

(나) 측정 수신기의 대역폭 및 스캔 측정시간

CE 및 RE의 측정은 MIL-STD-461E에서 요구하는 대역폭(Bandwidth)

과 최소 Dwelling Time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음 표와 같이 EMI 측

정기의 측정형태를 설정해야 한다. 주파수 대역이 크면 측정값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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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전 주파수 대역을 스캔하면서 측정시간이 많

이 걸리게 된다. 표 2.3.7은 원자력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ESI7 EMI 

Receiver의 Scan Range를 설정한 예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MIL-STD-461E의 최소 측정시간 요건이다.

여기서 Dwelling Time(체재시간)이라 함은 어느 특정 주파수가 수신기

의 대역폭에 포함되어 수신되는 최소 기간을 말한다. 15msec는 60Hz정도

의 주파수 성분이 측정되기에 필요한 응답시간(Response Time)이다( 

1/60Hz = 0.01666sec).  본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기는 계단식으로 스캔하

는 Synthesized(Digital) Receiver에 속하므로 한 스텝에서 스캔이 멈추어 

측정하는 시간을 Measurement Time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MIL-STD-461E의 Dwelling Time보다 크게 설정하 다.

표 2.3.7 대역폭 및 측정시간

주파수 범위 Bandwidth

Measurement 

Time /Dwelling 

Time

Step 

Size

비고(안테나종류/

측정기입력단자)

30Hz - 1kHz 10Hz 0.2 s (0.15 sec) 4Hz Magnetic Loop

1kHz - 10kHz 100Hz 0.02 s (0.015 sec) 40Hz Magnetic Loop

10kHz - 250kHz 1kHz 0.02 s (0.015 sec) 400Hz
Rod Ant./ 

Magnetic loop

250kHz - 30MHz 10kHz 0.02 s (0.015 sec) 4kHz Rod Ant.

30MHz - 200MHz 100kHz 0.02 s(0.015 sec) 40kHz Bicornical Ant.

200MHz - 1GHz 100kHz 0.02 s (0.015 sec) 40kHz LogPeriodic Ant.

1GHz - 7GHz 1MHz 0.02 s (0.015 sec) 400kHz Horn Ant.

 이때 Step Size는 대역폭의 1/2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ESI7 

측정기는 대역폭의 0.4 만큼 Step Size가 자동으로 대역폭에 맞추어 지도

록 설정된다.

(2) 평가 분석

국내발전소의 전자기파 잡음 데이터의 측정은 주로 월성 발전소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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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 고, 울진의 경우는 한 호기에서 두 계통의 전도성 잡음을, 

그리고 고리2호기의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의 일부 선로에서 

측정하 다. 그 외의 국내 데이터는 기존에 이미 기기교체 등을 하는 과정

에서 Wyle Lab. 등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또한 비교 분

석을 위하여 EPRI와 NRC의 의뢰로 ORNL이 측정한 미국의 발전소에 대

한 EMI Site Survey 결과 중에서 최대치(Worst Case)를 추출하고 이것과 

원자력 연구소가 측정한 데이터 중에서 최대치(Worst Case)를 역시 도출

하여 비교 평가를 하 다. 

(가) 저주파 전도성 잡음(CE101)

저주파 전도성 잡음은 계측제어기기로 입력되는 전원선의 잡음성분을 

측정한다. 대개 전류 클램프를 사용하여 각 주파수 성분에 대한 전류의 세

기로 나타낸다. 

그림 2.3.4 월성1호기 DCC의 입력 전원 주파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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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는 월성1호기의 DCC 컴퓨터 계통의 입력 전원 성분이다. 인버

터 전원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60Hz에 대한 기수고조파 성분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월성2호기, 울진3, 고리1호기의 Site Survey 결

과와도 매우 유사하다. 이 보고서에서 예시한 그림은 측정결과 중 전계강

도 및 분포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림 2.3.5 월성2호기 DCC의 입력 전원 잡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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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울진3호기 PCS의 전원 입력선 잡음분포

그림 2.3.7 고리1호기의 Computer Room 전원선 잡음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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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고리2호기의 RMS 120V/AC 입력전원의 잡음 주파수

위의 국내 측정 데이터와 미국의 EPRI 및 ORNL 측 데이터를 분석하여 

측정된 값들 중에서 각 주파수별로 최고점을 모아 Envelope을 구성하여 

한 그래프로 작성하고 평가하 다. 또한 발전소의 측정데이터와 더불어 

EPRI TR-102323과 RG-1.180에서 요구하는 안전기기의 저주파 전도 내성

시험 허용기준을 함께 표시함으로써 이 시험기준과 현장 전자기 환경간의 

여유도를 스펙트럼 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3.9에서 EPRI라고 표시된 실선은 EPRI가 7개의 발전소에서 측정

한 전자기 잡음 데이터 중에서 최고점을 포함하는 선이고, ORNL이라 쓰

인 것은 ORNL이 측정한 데이터의 최고치 분포이다. 국내 발전소의 경우

에는 대상 발전소 호기를 표시하 다. 이러한 표시는 추후 논의되는 고주

파 전도성 방출, 저-고주파 복사방출 잡음분포 비교 그래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 다. 

그림 2.3.9에서는 고리1호기 및 월성2호기, 그리고 EPRI가 측정한 데이

터가 다른 발전소의 것보다 다소 높은 편이지만 모두 내성시험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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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42dBμA 보다는 10dBμA 이상 여유가 있다. 

그림 2.3.9 저주파 역의 전도방출잡음분포 비교 그래프

 

(나) 고주파 전도성 환경(CE102)

고주파 전도방출은 MIL-STD-461E의 CE102 경우에 LISN(Line 

Impedance Stabilizer Network)의 측정단자에서 전압신호로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발전소의 현장 Site Survey에서는 통상 LISN을 삽입하

기 곤란하므로 통합적인 전자기 환경을 측정하는 경우 저주파 전도방출의 

경우와 같이 전류 Clamp를 이용하여 전류신호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월성1,2호기 및 고리2호기 RMS의 고주파 전도성 잡음은 저주파 역과 

동시에 측정 주파수 스캔 범위를 10MHz 정도의 광대역으로 선정하여 측

정하 다(그림 2.3.4, 2.3.5, 2.3.8). 울진 원전의 경우는 전원의 두 단자 사

이의 전압을 직접 측정한 값이다(그림 2.3.10, 2.3.11). 그림 2.3.12는 고리 1

호기의 고주파 전도방출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전압신호와 전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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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의 상관관계는 임피던스에 의해 결정된다. 보통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

스를 50Ohm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20log50 = -34dB가 되므로 전압신호

의 dBμV 눈금에서 34를 빼면 dBμA의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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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울진3호기 CPC 고주파 전도성잡음 분포(공통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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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울진3호기 PCS 고주파 전도성잡음 분포(차동모드)



- 224 -

그림 2.3.12 고리1호기 고주파 전도성 잡음(차동모드)

그림 2.3.13 고주파 역의 전도방출 잡음분포 비교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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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은 측정된 데이터를 국내외 수집된 데이터와 비교를 하기 위

하여 각 데이터의 꼭지점(Envelope)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전자기환경 측정치들이 MIL-STD-461D의 내성시험 허용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할 계측제어기기의 고주파 역 

내성시험 기준은 MIL-STD-461D의 시험 허용기준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EPRI와 RG-1.180은 이를 반 하여 103dBμA의 내성시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전 전자기파 기기검증 시험에서는 MIL-STD-461D의 

CS114 시험 허용수준을 적용하지 말고 EPRI혹은 RG-1.180에서 명시한 

수준 이상의 크기로 시험해야 한다. 

(다) 저주파 자계강도

저주파 복사방출 잡음은 30Hz에서 100kHz 사이의 자계(Magnetic Field)

를 측정한다. 이 자계강도는 자계를 발생하는 전기기기(CRT, Relay, 

Transformer 등)의 유무와 이들 간섭원과의 거리와 매우 관련이 깊다.  

그림 2.3.14는 자장을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계기실의 120V 

Power Distribution Panel 뒷편의 50cm 지점에서 측정한 자계강도의 세기

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계강도의 스펙트럼에서도 60Hz의 기수 고조파에

서 Spike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주파 방사성 전자기파인 자계강

도(Magnetic Field)는 MIL-STD-461D와 EPRI 권고기준을 큰 여유로 만

족하고 있다.

그림 2.3.15는 월성1호기의 DCC의 중앙처리장치 부근 캐비닛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의 자계강도를 측정한 것이다. 월성2호기의 형태와 

장소는 다르지만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그림 2.3.16은 저주파 복

사방출에 대한 국내외 데이터를 최고점에 대하여 비교하고, Regulatory 

Guide 1.180 및 EPRI가 요구하는 내성기준을 함께 나타냄으로써 저주파 

복사방출의 여유도를 표시하고 있다. EPRI 데이터 값이 큰 이유는 디젤발

전기가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디젤제어판넬 부근의 자기장 분포를 측정

한 것이기 때문이다. 월성1호기 DCC부근 측정 데이터는 2호기 데이터보

다 값이 작고 형태 또한 매우 유사함으로 따로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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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월성2호기의 자계강도 측정치

그림 2.3.15 월성1호기 DCC부근의 자계강도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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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 자기장의 비교

(라) 고주파 복사방출(전계 분포 : Electric Field(RE102))

월성1,2호기의 4 곳에서 각각 공중파 전계강도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본 절에서는 각 장소별로 두 호기의 측정

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 외 

수집된 국내외 고주파 복사방출 잡음 데이터의 Envelope을 EMI 검증기술 

기준(내성기준)과 함께 도표로 표시함으로서 측정된 전자기환경의 적합성 

여유도를 평가하 다. 공중파의 측정은 EMI 수신기에 안테나를 장착하여

야 하므로 한번에 넓은 대역을 모두 스캔하여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10kHz부터 200MHz까지는 Rod 안테나와 Bicornical 안테나를 이용하여 

한번에 측정하고, 200MHz 이상의 주파수는 Log periodic 안테나와 Horn

안테나를 사용하 으므로 두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 데이터가 측정

된 것이다. 월성1호기는 Log Periodic안테나만을 사용하여 1.3GHz까지 측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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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1장소(DCC Room)

제 1장소는 발전소 제어용 컴퓨터 시스템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2.3.17과 그림 2.3.18은 발전소 정지기간 동안 측정된 전계강도 중에서 가

장 큰 값을 나타내는 측정치의 예를 나타낸다. 두 그래프 중에서 월성1호

기의 경우가 10kHz-100kHz 사이에서 약간 세기가 높을 뿐 그 외의 주파

수 역에서는 크기와 형태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3.19, 그

림 2.3.20, 그림 2.3.21은 200MHz를 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측정 데이터

에 대한 그래프이다

그림 2.3.17 월성2호기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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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8 월성1호기 측정 데이터

그림 2.3.19 월성2호기 전계강도(200MHz - 1G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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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0 월성1호기 데이터: 200MHz - 1.3GHz (1)

그림 2.3.21 월성1호기 데이터: 200MHz - 1.3GHz (2)

② 제 2장소( CDF : Control Distribution Frame 부근)

계기실(CER)의 뒤쪽에 길게 자리잡고 있는 Terminal Block의 일종인 

CDF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 다. 그림 2.3.22 - 25는 이 지점의 고주파 

복사방출 잡음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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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 월성2호기 데이터 : 10kHz - 200MHz (CDF)

그림 2.3.23 월성2호기 측정 데이터 : 200 MHz - 7GHz (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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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 월성1호기 측정데이터 : 10kHz - 200MHz(CDF)

그림 2.3.25 월성1호기 측정 데이터 : 200MHz - 1.3GHz(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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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 3장소(MCR 뒷편)

계기실의 CDF시설 반대쪽인 MCR뒷면 패넬 근처에서 고주파 전계강도

를 측정하 다. 그림 2.3.26 - 29는 측정 데이터이다. 

그림 2.3.26 월성2호기 측정데이터 : 10kHz - 200MHz (MCR뒷편)

그림 2.3.27 월성1호기 측정데이터 : 10kHz - 200MHz(MCR뒷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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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8 월성2호기 측정데이터 : 200MHz - 7GHz (MCR뒷편)

그림 2.3.29 월성1호기 측정데이터 : 200MHz - 1.3GHz (MCR뒷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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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 4장소(Fuel Handling 제어반 뒷편)

월성2호기는 이 장소에 주로 ECCS 등의 안전계통 캐비닛이 설치되어 

있고 월성1호기는 전력분배 캐비닛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2.3.30부터 

2.3.33 까지는 제 4장소에서의 고주파 전계강도 측정 데이터이다. 

그림 2.3.30 월성2호기 측정데이터 : 10kHz - 200MHz (Fuel Handling 콘솔 뒤편)

그림 2.3.31 월성1호기 측정데이터 : 10kHz - 200MHz (Fuel Handling 콘솔 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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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 월성2호기 측정데이터 : 200MHz - 1GHz (Fuel Handling 콘솔 뒤편)

그림 2.3.33 월성1호기 측정데이터 : 200MHz - 1.3GHz (Fuel Handling 콘솔 뒷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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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내 타 발전소의 복사방출 잡음

그림 2.3.34는 고리1호기의 복사방출 측정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

지는 스펙트럼 중의 하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2.3.35는 광3호기의 경

우를 나타낸 것이다. 두 곳 모두 Wyle Lab.에 의해서 측정한 것이다.

그림 2.3.34 고리1호기 측정데이터 : 10kHz - 1000MHz (MCR)

그림 2.3.35 광3호기 측정데이터 : 10kHz - 1000MHz(계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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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내외 분포간의 비교

기존 수집된 국내 고주파 방출잡음 분포와 직접 측정한 월성1,2호기 데

이터, 그리고 EPRI, ORNL에서 수집한 미국 발전소의 Envelope 분포를 

그림 2.3.36에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기장의 분포는 각 발전소마다 그 크기와 양상이 다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계강도 환경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대체적으로 변동

이 많고,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수신 대역폭의 설정 등에 따라 측정 스펙트

럼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PRI 데이터 중에서 

100MHz-1GHz 역에서의 큰 피크는 고의적으로 부근에서 발전소의 유

지보수 활동 중에 사용되는 휴대용 무전기를 작동한 경우의 측정치이다. 

휴대폰 혹은 휴대용 무전기 등은 매우 큰 전파를 방출하여 그 크기가 

EPRI TR-102323과 RG-1.180이 명시한 고주파 전기장에 대한 내성시험 

기준인 140dBμV/m를 넘어선다. 따라서 위의 두 인허가문서는 각 발전소

에서 휴대용 무전기 같은 강한 전자기 발생원을 적절한 금지 수칙을 세워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림 2.3.36 전기장의 세기분포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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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론 및 평가

디지털기기의 전자기파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섭원(EMI 

Source)으로부터는 방출을 억제하고 감응원(receptor)은 외부 잡음에 대한 

결합통로를 차단하고 기기 고유의 전자기파 내성을 키우는 것이 기본 원

칙이다. 기기의 설계 및 제작에 있어서는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의 선택, 

간섭원 및 감응원 간의 부품배치, 필터링, 차폐, 접지, 전원분배 등의 기술

을 적용하여 전자기파 적합성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에 대한 전자기파 관련 기술기준은 EPRI TR-102323과 Regulatory Guide 

1.180의 두 가지로 대표된다. 이 두 기준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원자력 발

전소의 계측제어기기에 대한 전자기파 기기검증은 시험에 의하여 방출과 

내성을 검증하고 특히 설치방법과 기기배치에 따라 결합경로가 형성되므

로 전자기결합을 최소화하는 설치요령이 필요하다. 특히 커다란 잡음을 일

으키는 Arc 용접과 휴대용 무전기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발전

소에 대한 전자기파 환경은 설치되어 있는 기기 및 설치될 기기의 적합성

을 재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직접 측정한 일부 국내의 발

전소의 전자기파 세기는 이미 수집되거나 측정된 국내외 발전소의 데이터

와 비교한 결과 그 형태와 크기가 유사하 다. 그러나 발전소의 운 상 광

범위하고 장기간의 전자기 잡음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으므로 추가적인  

측정이나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고 규제요건과 기술기준의 변화를 추적

하여 이를 전자기파 기기검증기술 및 적합성확보에 반 되도록 해야 된다. 

(3) 전자기파 자동 측정장치 개발

원자력발전소의 Site survey의 측정장치로 Rodge-Schwaltz GmbH 사의 

전자기파 측정기(EMI Test Receiver, 모델 : ESI7)를 사용하 다. 그러나 

장시간 동안 수행되는 Site survey는 ESI7의 조작에 대한 수동작업이 요

구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SI7이 remote control 기능을 갖도록 

Remote Controller(RC)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Remote Controller는 

노트북 PC, PCMCIA-GPIB 카드, 그리고 LabVIEW의 "G" 프로그래밍으

로 ESI7의 측정 데이터(SCAN data)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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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용될 수 있다. Remote Controller를 가동원전의 Site Survey의 경

험을 바탕으로 그 기능요건을 설정하 다.

독일 Rodge-Schwaltz GmbH 사의 상용 EMI 측정기(모델: ESI7)는 장

시간에 걸쳐 사용하는 Site survey에서 안테나 교체, 디스켓으로의 데이터 

저장, 측정기의 setting 등 측정기간 중에도 수동작업이 요구된다. 이들 중 

안테나 교체는 안테나의 추가로 해결될 수 있으며, 다른 기능들은 PC를 

이용하여 ESI7의 "remote controlle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동 작업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Site survey 기간 중에 ESI7과 연결되는 PC에 

"Remote Controller" 프로그램을 구현함으로써, 측정 데이터(ESI7의 

SCAN data)의 저장뿐 아니라 ESI7의 Softkey에 해당하는 제어기능도 수

행할 수 있게 된다. 울진 2호기의 Site survey로부터 이러한 Remote 

Controller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왔으며, EMI/RFI 데이터 저장 및 계측기 

제어기능을 갖는 Remote Controller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한편, 장기간

에 걸쳐 측정된 많은 양의 EMI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분석할 수 있도록 

Remote Controller의 프로그램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mild condition 환경

의 15m 반경 내에서 EMI 측정이 요구되더라도 "Remote Controller"를 통

해 측정이 가능하다. (이는 PCMCIA-GPIB cable은 최대 15m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 자동측정 개발환경 

EMI 측정장비는 Rodge&Schwarz GmbH 사의 3 채널 측정 주파수 대

역(frequency range: 20Hz-7GHz, ESI26: 20Hz-26.5GHz, ESI40: 

20Hz-40GHz)의 EMI 측정기인 ESI7은 IEEE-488.2 표준(IEC-625 호환)의 

IEC-625 버스 커넥터를 제공한다. 

ESI7은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통신(I/O) 포트/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며, 그 중에서도 IEC-625 버스 커넥터는 ESI7 측정기

의 외부에서 측정기 조작기능(Softkey에 해당하는 버튼 기능)의 대부분이 

가능하다. ESI7에서는 이를 "Remote Control"이라 하며, 이러한 기능이 

Site survey를 위한 ESI7의 제어에 사용된다. Site Survey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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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ge&Schwarz GmbH 사의 ESI7은 그림 2.3.37과 같은 외형을 갖는다. 

그림 2.3.37 Rodge&Schwarz GmbH 사의 ESI7 외형

  한편 ESI7은 ESI7 제어 명령어 대부분이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ESI7의 외부 제어는 IEC-625 버스 명령어

(IEEE-488.2 호환)와 ESI7의 명령어를 외부 제어기로 사용할 PC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ESI7와 PC 사이

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 PCMCIA-GPIB 카드가 사용된다. PCMCIA-GPIB

를 통해 최대 15m까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ESI7의 Remote Control

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표 2.3.8에 요약하 다.

Remote Controller는 LabVIEW 5.1/Windows9x를 탑재한 노트북 PC를 

Remote Controller로 사용한다. 노트북 PC는 PCMCIA-GPIB 보드를 통해 

ESI7과 IEC-625 통신이 가능하며, Remote Controller는 대부분 LabVIEW

의 "G" 프로그램으로 구현된다. 노트북 PC용 GPIB 보드는 대략 1Mbps 정

도의 통신속도를 갖는 National Instruments사 제품인 PCMCIA-GPIB 보

드를 사용하며, 노트북 PC에서 ESI7의 명령어를 보내는 동시에 ESI7으로

부터 SCAN data를 노트북 PC로 읽어서 저장하는 양방향 통신을 위해 사

용된다. LabVIEW  소프트웨어는 Remote Controller 프로그램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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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과 분석기능, 그리고 이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하여 사

용된다. 코딩 없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래픽 프로그래밍(graphical 

programming)으로 알려지는 "G"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대부분의 LabVIEW 

프로그래밍이 수행된다. 

표 2.3.8 ESI7의 Remote Control 관련사항

항  목 특  징

통신 프로토콜

계측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IEEE-488.2 통신프로토콜 

(GPIB)의 호환인 IEC-625를 통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

며, PC용 GPIB 카드를 통해 최대 15m까지 케이블 연결

이 가능하다. 
측정모드 Local 모드와 remote control을 위한 Remote 모드

ESI7 명령어
SCAN, CALCulate 등 ESI7 명령어를 Library 

function call과 유사하게 프로그래밍 가능 

IEEE-488.2 호환 

명령어
IEEE-488.2 호환인 17개의 공통 명령어

(나) Remote Controller(RC) 개발

EMI 측정 평가는 ESI7의 SCAN time에 따라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저

장하고, 저장된 측정 데이터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여 분석한다. 측정은 

원하는 측정 주파수, SCAN time, 데이터 저장 등 ESI7 측정기의 Softkey 

기능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기능

들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 ESI7과 Remote Controller 사이의 통신은 

Remote Controller에 의해 ESI의 "Remote" 모드로의 변경, SCAN 등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보내고(write), SCAN 데이터를 저장(read)하는 양방향 

통신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및 분석을 위한 time-tagging이 

필요하다. ESI7의 측정 데이터(Scan data)는 PCMCIA-GPIB 보드를 통해 

Notebook PC에 저장된다. ESI7의 Remote Controller 프로그램으로 2시간

마다 SCAN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1주일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갖는 ESI7의 Remote Controller는 그림 2.3.38과 같

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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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8 ESI7의 RC 구성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 Initialization - establish communication path between 

remote controller and instrument (ESI7); */

Initialize_PCMCIA-GPIB()

{

Set_GPIB_Parameters(values);

Check_Connection(); /* check values and write/read name 

  & version data to/from ESI7 */ 

Present_Message(errors or OK);

}

/* Periodically read the scan data from ESI7 */

Read_Scanned_EMI_Data() 

{

if(START_button is pushed) {

  for(time = 0; time <= test days; time = time + 2 hours) {

    Query_to_ESI7("SCAN");  /* data read from ESI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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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e_Scandata(hard disk as a time-tagged data);

    if(STOP_button is pushed) exit; 

   }

 }

}

/* Data Analysis */

Data_Analysis()

{

if(STOP button is pushed) exit; 

while(STOP button is not pushed) {

 if(FREQUENCY button is pushed) 

    Set_Graph_To_FrequencyGraph();

 if(LEVEL button is pushed) Set_Graph_To_LevelGraph();

 if(DATA button is pushed) Display_Data_As_Graph(points);

 if(REAL-TIME button is pushed) Display_RT_Graph();

   else Display_The_Next_Data_As_Graph(points);

 }

}

  

  LabVIEW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현된 Remote Controller 프로그램

인 RC.vi 를 이용하여 EMI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으며, RC.vi 및 이

에 해당하는 LabVIEW diagram은 각각 그림 2.3.39 및 그림 2.3.40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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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9 RC.vi

그림 2.3.40 RC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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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C를 이용한 전자기파 데이터의 자동측정

  ESI7의 Remote Controller를 이용한 EMI 데이터 측정을 위해 Remote 

Controller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구현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측정 편

의를 위한 메뉴들을 제공하며, 그림 2.3.39의 사용자 인터페이스(RC.vi)에 

대한 각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EMI 그래프 : X-축은 데이터 개수, 그리고 Y-축은 데이터 값을 나

타내는 2차원 그래프

․상단 화살표 버튼 : 프로그램의 시작

․정지 또는 red icon : 분석 도중에 작업종료 (분석 프로그램 종료)

․라인번호: 현재 그래프로 표시되는 데이터에 대한 파일에서의 저장 

라인번호

․측정 스위치: 스위치의 위치를 측정 으로 선택하면 ESI7의 SCAN 

데이터를 파일에 기록하고, "대기  위치로 선택하면 데이터를 기록하

지 않는다.

․모드(MODE) 스위치: ESI7의 측정 모드를 변경하는 스위치로써, 

ESI7의 REMOTE 와 LOCAL" 모드에 해당된다.

․스캔주기 : ESI7의 SCAN 시간에 해당하며 ESI7의 측정초기에 설정

한 값을 선택한다. 실시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리고 12시간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측정(스캔)기간 : ESI7을 이용한 EMI 데이터 측정기간을 선택한다.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12시간, 1일, 7일, 15일, 그리고 30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측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GPIB 주소 : PCMCIA-GPIB 카드의 디바이스 주소를 나타내며 ESI7

과의 통신을 위해서는 default address로 20 을 사용한다.

․라인 수 : GPIB를 통해 읽는 스캔 주기당 데이터의 기록 라인 수

․라인당 데이터 개수 : GPIB를 통해 읽는 라인당 데이터의 개수

위의 해당 변수를 설정한 후에 프로그램 시작 아이콘을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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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 file"의 새 창이 나타나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사용자는 저장

할 파일명을 입력하거나 열기[Default 파일명(esi7.dat)] 를 클릭하면 저

장할 파일이 생성된다. 측정 스위치를 선택하면 ESI7의 SCAN 데이터가 

설정(측정기간, 스캔주기, 라인수, 데이터 개수 등)에 따라 생성된 파일에 

저장한다. 다음은 30분의 scan주기로 8시간의 데이터 측정을 수행하는 경

우를 예로 측정 과정을 나타낸다.

․GPIB 주소가 “20(default)"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Scan 주기 당 데이터의 저장 라인수를 결정한다. (default 값은 라인 

당 2000 character)

․ESI7의 SCAN 시간을 설정하고, 이 값을 외부제어기의 스캔주기  

메뉴에서 해당 값(30분)을 선택한다.

․ 스캔(측정)기간 메뉴로부터 8시간 을 선택한다.

․ LOCAL-REMOTE  버튼을 “REMOTE 위치로 조정한다.

․ 측정/대기  버튼을 측정 위치로 조정한다.

ESI7과 외부 제어기를 통해 얻어진 EMI 측정데이터는 파일로 저장되어 

관리된다. 저장되는 데이터는 측정시간과 연속된 측정값이 일정한 데이터 

형식에 따라 기록된다. 측정값의 데이터 형식은 Exponential"로써 ,

에 의해 구분되며, 라인과 라인의 구분은 Carriage Return"에 따라 구분

된다. 그리고 라인 당 character의 수는 측정자가 측정 초기에 설정할 수 

있다. 현재, EMI 측정데이터의 분석은 대부분 peak" 값을 찾는 것으로

써 그래픽에 의한 View 기능만으로도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여 현재까지 

이러한 분석기능을 구현하 다. 저장 파일로부터 측정시간과 데이터를 2차

원 그래프로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림 2.3.41에 대한 다이아그램은 

그림 2.3.4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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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 DA.vi

그림 2.3.42 DA 다이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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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RFI 데이터 분석자는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파일을 열면 해

당 파일의 맨 처음 라인의 데이터가 시간과 그래프로 표시된다. 그림 

2.3.41의 데이터 분석 인터페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메뉴와 정보가 

나타난다.

․상단 화살표 있는 버튼 : 프로그램의 시작 아이콘

․“다음데이터” 버튼 : 다음 라인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

․“Frequency 분석” 버튼 : 주파수 분석을 위한 선택 버튼

․“Level 분석“ 버튼 : 레벨 분석을 위한 선택 버튼

․정지 또는 red icon : 분석 도중에 작업종료 (분석 프로그램 종료)

․라인번호: 현재 그래프로 표시되는 데이터에 대한 파일에서의 저장 

라인번호

․측정시간: 현재 그래프로 표시되는 데이터의 측정시각

프로그램 시작 아이콘을 클릭하면 Select a file"의 새 창이 나타나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사용자는 외부제어기 에서 저장한 파일을 선택하

고 열기 를 클릭하면 선택한 데이터 파일의 맨 처음 줄에 해당하는 데

이터를 읽어서 라인번호, 측정시간, 그리고 그 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한다. 해당 라인의 분석이 완료되면 다음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여 분석을 계속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 분석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red icon" 또는 정지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만일 red icon" 또는 

정지 메뉴를 클릭하지 않고 다음 데이터 에 의하여 저장 파일의 마

지막 라인의 데이터를 표시한 후에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완료된다.

2. 계측제어기기 수명 60년 평가기술 개발

가. 계측제어기기 수명평가기준

현재 국내에서 운 중인 대부분의 원전 계측제어계통은 아날로그 기술

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계측제어계통의 고장으로 발전소가 불시정

지(forced outage)될 확률이 한 발전소 당 1년에 한번 이상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적용에 따른 다중화설계 및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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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검출․우회(bypassing) 기능의 구현 결과로서, 고장파악 및 수리에 필

요한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원자로 보호계통은 다중화 설계되어 

있으며, 다중화된 각 채널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로서 

2-out-of-4 로직으로 구성된 보호계통은 4개의 채널 중 3개 이상의 채널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보호계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채널고장을 

발견하고 수리하고 있는 동안 다른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Trip Breaker가 작동하여 발전소가 정지된다. 그러므로 채널고장을 신속

히 파악하여 운전원에게 알려주고 고장난 채널의 우회 또는 고장수리를 

적절히 수행하면,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발전소의 불시정지(forced 

outage)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계측제어 분야의 기술발전에 따

라, 차세대원전은 계측제어계통의 신뢰도목표를 EPRI-URD에서 요구하고 

있는 50년 요건을 넘어서, 60년의 Mean Time Between Forced Outage로 

설정하 다. EPRI-URD는 계측제어계통의 신뢰도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다. 

‘Mean time between forced outage caused by failures of MMIS 

equipment shall be greater than fifty reactor operating years over the 

entire design life of the MMIS equipment. The meaning of forced 

outage includes shutdowns that result directly from the failure, and 

shutdown the operators must perform to avoid violation of plant 

Technical Specifications due to these failures.’

현재까지 계측제어계통의 정량적 신뢰성 분석을 요구하는 규제기관의 

지침은 없으나, 원자력 사업자는 아날로그 계통을 디지털 계통으로 교체할 

때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SA: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에서 사용한 

FTA(Fault Tree Analysis) 기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호계통의 

트립변수 중 “Low steam generator level"에 대해 보호계통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불가동성(unavailability)을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를 아

날로그 보호계통의 불가동성 계산결과인 2.95E-06과 비교하여, 디지털 보

호계통의 불가동성이 아날로그 보호계통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

므로 원전적용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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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FTA 기법은, 불필요한 사건

을 유발하는 고장을 연역적인(deductively) 논리과정으로 조직화하여 논리

도형(logic diagram)으로 표현하며, 논리도형을 이용하여 고장의 원인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FTA 기법은 복잡한 계통에서 

고장의 원인을 추적하고, 안전기능 수행의 불가동성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

다. 그러나 고장수리와 같은 시스템의 상태(state)와 이들 상태들 사이에서

의 천이(transition)를 반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EPRI-URD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스템의 

Mean Time Between Forced Outage 계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신뢰성 평

가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블록도 및 고

장률을 이용한 확률론적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을 보호계통에 적용

하여, 계측제어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원자로가 정지되는 평균시간인 

Mean Time Between Forced Outage를 정량적 입증하는 수명평가를 수행

하 다.  

나. 수명평가 방법론 설정

EPRI-URD에서 요구하고 있는 계측제어계통의 신뢰도요건, “Mean time 

between forced outage caused by failures of MMIS equipment shall be 

greater than fifty reactor operating years over the entire design life of 

the MMIS equipment“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MTBFO(Mean Time 

Between Forced Outage)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2-out-of-4 로직으로 구성된 원자로 보호계통은 4개의 채널 중 3개 이

상의 채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보호계통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두 개 이상의 채널에서 동시에 고장이 발생하면 

Fail-safe 요건에 의해 원자로 정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채널고장을 확인하고 고장난 채널을 우회하면 원자로 보호계통은 

2-out-of-3 로직으로 동작하며, 고장난 채널의 고장수리가 완료되면 

2-out-of-4 로직으로 복귀된다. 그러나 한 개의 채널에서 고장이 발생하

고 운전원이 고장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다른 채널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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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Trip Breaker가 작동하여 발전소가 정지된다. 

수리할 수 없는 시스템의 경우, 마모고장기간에 도달하여 시스템의 고장

률이 설정된 고장률을 초과하는 시점까지의 사용시간을 수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디지털 계측제어시스템은 다중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 한 모듈의 고장이 

다른 모듈의 고장에 향을 주지 않으며, 고장이 발생한 모듈을 수리 또는 

교체하는 동안에도 계속 시스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다중

화 구조를 갖는 시스템은 운  중에도 고장난 모듈을 교체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수명은 소모성 전자부품의 경우와는 다르게 정의한다. 

이와 같이 다중화 설계되어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에서 MTBFO 빈

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상태(state)와 이 상태들 사이에서의 천

이(transition)를 반 하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블록도 및 

Markov chain을 이용한 MTBFO 평가척도를 제안하 으며, 신뢰성 블록

도를 이용한 평가척도가 Markov chain을 이용한 평가척도와 동일함을 확

인하 다.

본 보고서는 안전관련 계측제어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원자로를 불시정

지 시킬 수 없는 확률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보호계통의 센서, 

RTSG(Reactor Trip Switchgear) 및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제어기기만을 

대상으로 한다.

(1) 신뢰성 블록도를 이용한 MTBFO 계산척도

시스템이나 기기를 분석할 경우 하드웨어나 기기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 보다 기능별 블록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시스템의 로직과 컴포넌트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일반

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블록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뢰성 블록도는 

success-oriented diagram 방법으로 시스템의 functional block diagram 

및 회로도에서 나타난 기능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세분화된 기능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기능을 연결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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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중화 시스템

이중화 시스템은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채널에서 동시에 고장이 발생

하지 않으면 시스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뢰성 블록도는 다

음 그림과 같이 표시된다. 

CH

A

CH

B

그림 2.3.43 이중화 시스템의 신뢰성 블록도

이중화 시스템은 한 개의 채널에서 고장이 발생하고, 고장난 채널의 고

장수리가 완료되기 전에(MTTR  시간 내) 다른 채널에서 중복하여 고장이 

발생하면 보호계통의 기능을 상실한다. 채널의 고장률을 λ라 하면, 두 개

의 채널 중에서 한 채널이 고장날 확률은 2C1 × λ이며, 고장난 채널의 

고장수리시간 MTTR  내에 다른 채널에서 중복하여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λ × MTTR  이다. 여기서 mCn은 m개의 채널 중 n개를 선택할 경우의 

수로서 mCn은 m!/(m-n)!․n!로 표시된다. 그러므로 이중화 시스템의 전

체 고장률 λsys는 다음과 같다.

λ sys= 2 C 1× λ× λ×MTTR=2 λ
2×MTTR (2.3.1)

(나) 2-out-of-4 시스템

원전 보호계통은 일반적으로 4중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다중화 시스템에서 2개 이상의 채널에서 동시에 채널트립 신호가 발생하

면 원자로가 정지되는 2-out-of-4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2-out-of-4 

로직의 신뢰성 블록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된다. 



- 254 -

CH

A

CH

B

CH

C

CH

D

CH

A

CH

B

CH

C

CH

A

CH

B

CH

D

CH

A

CH

C

CH

D

CH

B

CH

C

CH

D

3λ3λ3λ3λ4λ

2/4
Logic

CH

A

CH

B

CH

C

CH

D

Sensor

CH

A

CH

B

CH

C

CH

D

CH

A

CH

B

CH

C

CH

A

CH

B

CH

D

CH

A

CH

C

CH

D

CH

B

CH

C

CH

D

3λ3λ3λ3λ4λ

CH

A

CH

B

CH

C

CH

D

CH

A

CH

B

CH

C

CH

A

CH

B

CH

D

CH

A

CH

C

CH

D

CH

B

CH

C

CH

D

CH

A

CH

B

CH

C

CH

D

CH

A

CH

B

CH

C

CH

A

CH

B

CH

D

CH

A

CH

C

CH

D

CH

B

CH

C

CH

D

3λ3λ3λ3λ4λ

2/4
Logic

CH

A

CH

B

CH

C

CH

D

Sensor

2/4
Logic

CH

A

CH

B

CH

C

CH

D

Sensor

그림 2.3.44 2-out-of-4 로직의 신뢰성 블록도

2-out-of-4 로직으로 구성된 보호계통은 fail-safe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채널에서 동시에 고장이 발생하면 플랜트가 트립되므로, 원자로가 정지되

지 않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4개의 채널 중에서 적어

도 3개 이상의 채널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시스템 운전 중에 한 

채널이 고장난 상태에서 고장수리가 완료되기 전에(MTTR  시간 내) 다른 

채널에서 중복하여 고장이 발생하면 보호계통의 기능을 상실한다. 

2-out-of-4 로직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채널 중 어떤 한 채널의 고장률

은 4C1 × λ이고, 고장난 채널의 고장수리 시간 MTTR  동안 나머지 3개 

채널에서 동시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3C1 × λ × MTTR 이다. 여기

서 λ는 채널의 고장률이며, 각 채널은 다중화 되어있으므로 모든 채널의 

고장률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다. 그러므로 2-out-of-4 로직으로 구성

된 보호계통의 전체 고장률 λsys는 다음과 같다.

λ sys= 4 C 1× λ× 3 C 1× λ×MTTR=12 λ
2×MTTR (2.3.2)

(다) Selective 2-out-of-4 시스템

Selective 2-out-of-4 로직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병렬로 연결된 채널의 한 경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신뢰성 블록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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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5 Selective 2-out-of-4 로직의 신뢰성 블록도

Selective 2-out-of-4 로직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경로가 병렬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고 시스템이 정상

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직렬 연결경로가 정상적인 기능

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즉 어느 순간에 채널 A와 C 또는 채널 B와 D가 

동시에 동작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Selective 2-out-of-4 로직에서 고

장이 발생할 확률은 채널 A 또는 C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동시에 채널 

B 또는 D에 동시에 고장이 발생할 확률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Selective 2-out-of-4 로직의 전체 고장률 λsys는 다음과 같다. 

λ sys= 2 C 1×2 λ×2 λ×MTTR=8 λ
2×MTTR (2.3.3)

(2) Markov Chain을 이용한 MTBFO 계산척도

이상에서 신뢰성 블록도를 이용해서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의 MTBFO 

계산척도를 구하 으며, 본 절에서는 Markov chain을 이용한 척도를 구하고 

이를 신뢰성 블록도를 이용한 척도와 비교하 다. 결과적으로 신뢰성 블록도 

및 Markov chain을 이용한 척도가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가) 이중화 시스템

이중화 시스템은 두 채널 중에서 하나의 채널만 작동해도 시스템이 정

상적으로 동작하므로 시스템의 신뢰도 모델을 Markov Chain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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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면 그림 2.4와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림에서 각 원은 시스템

의 상태를 나타내며 원안의 숫자는 채널의 고장수를 나타낸다. 즉, 상태 0

은 두 채널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 1은 두 개

의 채널 중에서 하나의 채널이 고장임을 나타내고, 상태 2는 두 개의 채널

이 모두 고장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상태 2는 이중화 시스템의 고장상태

를 나타낸다. 상태 0에서 상태 1로의 천이는 상태 0에서 상태 1로의 화살

표가 있는 곡선으로 나타내지며 각 곡선 위의 파라미터들을 천이확률을 

의미한다. λ는 채널의 고장률을 나타내며 μ는 채널의 수리률을 나타낸

다.

0 1 2λ

µ

2λ

그림 2.3.46 이중화시스템의 마코프 모델

위 그림의 Markov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과 같은 연립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본 식에서 P0는 시스템이 상태 0에 있을 확률을 의

미하며 P1은 상태 1, P2는 상태 2에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

dP 0
dt
=-2λ P 0+μ P 1

dP 1
dt
=2λ P 0-(μ+λ) P 1 (2.3.4)

dP 2
dt
=λ P 1

위의 미분연립방정식을 Laplace Transform하면 다음과 같다.

P 0 (s)=
s+λ+μ

s 2+(3λ+μ)s+2λ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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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 (s)=
2λ

s 2+(3λ+μ)s+2λ 2
(2.3.5)

P 2 (s)=
2λ 2

s(s 2+(3λ+μ)s+2λ 2)

위의 식들을 Inverse Laplace Transform하면 다음 식과 같이 시간에 따

른 시스템의 각각의 상태확률을 얻을 수 있다.

P 0 (t)=
1

2 λ 2+6λμ+μ 2
[ e -

1
2
t( 3λ+μ+ λ 2+6λμ+μ 2)

{ λ-μ

+(μ-λ) e t λ
2
+6λμ+μ

2

λ 2+6λμ+μ 2(1+ e t λ
2
+6λμ+μ

2

)}]

P 1 ( t)=
2λ e

-
1
2
t( 3λ+μ+ λ 2+6λμ+μ 2)

(-1+ e t λ
2+6λμ+μ 2 )

λ 2+6λμ+μ 2
  

(2.3.6)

P 2 (t)= 1+
1

2 λ 2+6λμ+μ 2
[ e -

1
2
t( 3λ+μ+ λ

2
+6λμ+μ

2
)

×

{ 3λ+μ-(3λ+μ) e t λ
2+6λμ+μ 2

- λ
2
+6λμ+μ

2
(1+ e

t λ 2+6λμ+μ 2

)}]

어느 시간 t 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 즉 시스템 신뢰도

는 그림 2.4에서 상태 0이나 상태 1에 있을 확률이므로 다음 식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R( t)= 1- P 2 (t) (2.3.7)

따라서 평균고장시간(MTTF)은 시스템의 신뢰도를 시간 0에서 무한대

까지의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MTTF=⌠⌡

INF

0
R(t)dt=⌠⌡

INF

0
(1- P 2 (t))dt=

μ+3λ

2λ 2
(2.3.8)

또한 수리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의 평균고장시간(MTBF)은 평균고장시

간(MTTF)과 평균고장수리시간(MTTR)의 합인 MTBF=MTTF+MTTR

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다.

MTBF=
μ+3λ

2λ 2
+
1
μ
=
μ 2+3λμ+2λ 2

2λ 2μ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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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λ
μ
≪1을 이용하여 근사화하면 다음과 같다.

MTBF∼
μ

2λ 2
(2.3.10)

다른 방법으로 위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MTBF

∼
2λ 2

μ
=2λ 2×MTTR (2.3.11)

E( t)=
1
λ
이므로 위 식은 λ=

1
MTBF

=2λ 2×MTTR가 되며, 이는 신

뢰성 블록도를 이용하여 구한 MTBFO 계산척도인 식(2.3.1)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2-out-of-4 시스템

2-out-of-4 시스템의 신뢰도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이 Markov 모델로 

구성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4개의 채널 중에 

3개 이상의 채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또한 시스템이 고장상태

로 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채널에 고장이 발생하여야 한다. 

0 1 23λ

µ

4λ

그림 2.3.47 2-out-of-4 시스템의 마코프 모델

위 그림의 Markov 모델을 미분방정식으로 변환하면 다음의 미분 연립

방정식이 성립된다.

dP 0
dt
=-4λ P 0+μ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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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1
dt
=4λ P 0-(μ+3λ) P 1 (2.3.12)

dP 2
dt
=3λ P 1

위의 미분연립방정식을 Laplace Transform하면 다음과 같다.

P 0 (s)=
s+3λ+μ

s 2+(7λ+μ)s+12λ 2

P 1 (s)=
4λ

s 2+(7λ+μ)s+12λ 2
(2.3.13)

P 2 (s)=
12λ 2

s(s 2+(7λ+μ)s+12λ 2)

위 식들을 Inverse Laplace Transform하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시간

에 따른 상태확률을 얻을 수 있다. 

P 0 ( t)=
1

2 λ 2+14λμ+μ 2
[ e -

1
2
t( 7λ+ μ+ λ 2+14λμ+μ 2)

×

{ λ-μ+(μ-λ) e t λ
2
+14λμ+μ

2

+ λ 2+14λμ+μ 2(1+ e t λ
2
+14λμ+μ

2

)}]

P 1 ( t)=
4λ e

-
1
2
t(7λ + μ+ λ 2+14λμ+μ 2)

(-1+ e t λ
2+14λμ+μ 2 )

λ 2+14λμ+μ 2
(2.3.14)

P 2 ( t)= 1+
1

2 λ 2+14λμ+μ 2
[ e -

1
2
t( 7λ + μ+ λ

2
+14λμ+μ

2
)

×

{ 7λ+μ-(7λ+μ) e t λ
2+14λμ+μ 2

- λ
2
+14λμ+μ

2
(1+ e

t λ 2+14λμ+μ 2

)}]

시스템의 신뢰도는 상태 0 또는 상태 1에 있을 확률이므로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R( t)= 1- P 2 (t) (2.3.15)

따라서, 시스템의 평균고장시간(MTTF)은 다음과 같다.

MTTF=⌠⌡

INF

0
R(t)dt=⌠⌡

INF

0
(1- P 2 (t))dt=

μ+7λ

12λ 2
(2.3.16) 

MTBF=MTTF+MTTR  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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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F=
μ+7λ

12λ 2
+
1
μ
=
μ 2+7λμ+12λ 2

12λ 2μ
(2.3.17)

이때 λ
μ
≪1임을 가정하여 간단히 하면 다음과 같은 근사식을 얻을 수 

있다.

MTBF∼
μ

12λ 2
(2.3.18)

또한 위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MTBF

∼
12λ 2

μ
=12 λ 2×MTTR (2.3.19)

E( t)=
1
λ
이므로 위 식은 λ=12λ 2×MTTR로 신뢰성 블록도를 이용하

여 구한 MTBFO 계산척도인 식 2.3.2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원자로 보호계통 수명평가

(1) 시스템 구조분석

원자로 보호계통은 운전변수가 제한치를 초과한 경우 원자로정지차단기

(RTSG)를 개방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므로 핵연료피복재의 과열을 방지

하고 원자로냉각재계통의 건전성을 유지해준다. 이를 위해 원자로 보호계

통은 발전소의 상태를 감시하고, 설정치에 도달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

자로를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센서, 연산기, 논리회로 및 기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보호계통은 단일고장기준(Single Failure Criteria)

을 만족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격리된 4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채널 중 2개 이상의 채널에서 트립설정치를 넘어서면 MG-Set으로부

터 제어봉 구동장치에 전달되는 전원을 차단하므로 원자로가 정지된다. 원

자로를 정지하는 감시변수는 다음과 같다.

․Variable Over Power Trip

․High Logarithmic Power Level Trip

․High Local Density Trip

․Low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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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ressurizer Pressure Trip

․Low Pressurizer Pressure Trip

․Low Steam Generator Level Trip

․Low Steam Generator Pressure Trip

․High Containment Pressure Trip

․High Steam Generator Level Trip

․Low Reactor Coolant Flow Trip

․Manual Reactor Trip

그림 2.3.48은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적 블록도이며, 그림 2.3.49는 채널 

A에 대한 채널 블록도 이다.

그림 2.3.48 원자로보호계통의 기능적 블록도

원자로 보호계통의 각 채널은 비교논리 프로세서(Bistable Processor), 

동시논리 프로세서(LCL: Local Coincidence Logic Processor), 개시논리회

로(Initiation Logic), 인터포징 릴레이 및 원자로트립차단기(RTSG)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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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비교논리 프로세서는 각 채널 당 2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되

어 있으며, 공정계측 채널로부터 아날로그 입력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가 

설정치를 벗어나면 원자로 트립신호를 발생시킨다. 동시논리 프로세서는 

각 채널 당 4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논리 프로세서로부터 

트립상태 신호를 받아서 4개의 채널 중에서 2개 이상의 채널에서 트립신

호가 발생하면 원자로 정지 개시신호를 보낸다. 개시논리회로는 다음 그림

과 같이 동시논리 프로세서의 디지털 출력모듈의 개시 릴레이(I)와 실배선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시논리 프로세서에서 트립조건이 발생하면 

개시 릴레이의 접점이 개방된다. 

그림 2.3.49 채널 A의 채널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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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0 채널 A의 개시논리회로 블록도

선택적으로 2개 이상의 동시논리 프로세서가 트립조건이 되면 개시논리

회로의 인터포징 릴레이(IR)가 비여자되고 따라서 원자로트립차단기가 개

방되어 원자로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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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1 원자로 보호계통 기능논리도

(2) 원자로보호계통 신뢰성 블록도

본 연구에서는 제어기기의 고장으로 인해 원자로가 정지되는 평균시간

인 Mean Time Between Forced Outage를 정량적 입증하는 수명평가를 

수행하므로, 기능의 고장이 원자로 정지에 직접적인 향을 주지 않는 

maintenance/test 기능, 개시논리회로(Initiation Logic), 인터포징 릴레이 

및 원자로트립차단기(RTSG)  등은 분석에서 제외한 PLC로 구성된 제어

기기 만을 분석대상으로 하 다.  

Bistable processor는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및 디지털입력, CPC로부터 

디지털 입력, 노외핵계측계통에서 아날로그 입력신호를 받아서 Bistable 

trip 기능을 수행한다. BP를 구성하고 있는 한 채널의 PLC 모듈은 다음과 

같다.

․2개의 통신모듈

․2개의 프로세서

․1개의 아날로그 출력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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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아날로그 입력 모듈

․8개의 디지털 출력 모듈

․1개의 디지털 입력 모듈

이들 모듈들 중에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출력 모듈은 제어실과의 인터

페이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모듈의 고장이 보호계통에 향을 미

칠 확률이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된 BP 구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차세대 보호계통의 BP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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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2 BP 제어기기 구성

LCL을 구성하고 있는 한 채널의 PLC 모듈은 다음과 같다.

․2개의 통신모듈

․4개의 프로세서

․5개의 디지털 출력 모듈

한 개의 디지털 출력 모듈은 제어실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이 모

듈의 고장이 보호계통에 향을 미칠 확률이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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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된 LCL 구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차세대 보호계통의 LCL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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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3 LCL 제어기기 구성

(3) 수명평가

운전 중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은, 다중화된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도 제한된 시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면 전체 시스템이 고유의 기능

을 만족하게 수행하므로, 보전을 수반하는 시스템의 신뢰도는 보전을 수반

하지 않는 시스템보다 높은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보전을 

수행하는 계통에서 신뢰성 블록도를 이용하여, 안전관련 계측제어계통의 

고장으로 인해 원자로를 불시정지 시킬 수 없는 확률을 정량적으로 평가

한다. 평가는 보호계통의 센서, RTSG(Reactor Trip Switchgear) 및 소프

트웨어를 제외한 PLC 시스템만을 대상으로 한다.

EPRI-URD는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에 필요한 MTTR(Mean Time To 

Repair)를 4시간, 최대 고장수리 시간을 8시간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

로 하나의 채널에 고장이 발생하여 고장수리를 하고 있는 최대 8시간 동

안, 다른 카드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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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불시정지를 예방할 수 있다. 

보호계통의 BP 로직은 2-out-of-4 로직으로 구성되어, fail-safe로 구성

된 2개 이상의 채널에서 동시에 고장이 발생하면 플랜트가 트립되므로, 4

개의 채널 중 3개 이상의 채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만 보호계통의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채널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채널 중 하나 이상의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면 

Trip Breaker가 작동하여 발전소가 정지하게 된다. 보호계통의 LCL 로직

은 Selective 2-out-of-4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호계통이 정상적

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LCL processor A와 C 또는 LCL processor B와 

D가 동시에 동작 가능하여야 한다. 

2/4
Logic

BP

A

BP

B

BP

C

BP

D

Sensor

RTSG
Selective 
2/4 Logic

LCL

A

LCL

B

LCL

C

LCL

D

Selective
2/4

Logic

MTTRMTTRC ×=××× 2
22212 822 λλλ

LCL

A

LCL

C

LCL

B

LCL

D

LCL

A

LCL

C

LCL

B

LCL

D

MTTRMTTRCC ×=×××× 2
1113114 12λλλ

Failure Rate of 2/4 BP Logic :

MTTRMTTRCC ×=×××× 2
1113114 12λλλ

Failure Rate of 2/4 BP Logic :

Failure Rate of Selective 2/4 LCL :

1λ : Failure Rate of each Bistable Processor

2λ : Failure Rate of each LCL Processor

1λ : Failure Rate of each Bistable Processor

2λ : Failure Rate of each LCL Processor

그림 2.3.54 원자로 보호계통 신뢰성 블록도 및 고장률 계산

보호계통의 BP는 2-out-of-4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채널이 

고장난 상태에서 고장수리가 완료되기 전에(MTTR 시간 내) 다른 채널에

서 중복하여 고장이 발생하면 보호계통의 기능을 상실한다. BP 로직을 구

성하고 있는 4개의 PLC 중 어떤 한 PLC의 고장률은 4C1 × λ1 이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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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에 따라 고장수리 시간 MTTR  동안 나머지 3개 PLC의 고장률은 

3C1 × λ1 × MTTR 이다. 그러므로 BP 로직의 전체 고장률 λBP는 다

음과 같다.

λ BP= 4 C 1× λ 1× 3 C 1× λ 1×MTTR=12 λ 1
2×MTTR

LCL은 selective 2-out-of-4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호계통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병렬로 연결된 채널의 한 경로가 정상적으

로 동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LCL 로직의 고장률 λLCL는 다음과 같다. 

λ LCL= 2 C 1×2 λ 2×2 λ 2×MTTR=8 λ 2
2
×MTTR

보호계통의 BP 및 LCL 프로세서를 구성하고 있는 PLC의 전체 고장률 

λS는 다음과 같다.  

λ S= λ BP+ λ LCL

= 4 C 1× λ 1× 3 C 1× λ 1×MTTR+ 2 C 1×2 λ 2×2 λ 2×MTTR

=12 λ 1
2×MTTR+8 λ 2

2×MTTR= (12 λ 1
2+8 λ 2

2 )×MTTR

(4) 결과 및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로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Mean Time 

Between Forced Outage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다. 본 평가는 보호계통의 

제어기기에 의한 향을 평가하기 위해 보호계통의 센서, RTSG(Reactor 

Trip Switchgear) 및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PLC 시스템만을 대상으로 하

다. 보호계통의 정량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값은 W-CENP사에서 제출한 

PLC 각 모듈의 고장률을 사용하 다. MTTR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PRI-URD에서 요구한 최대 고장수리시간인 8시간을 사용하 다. BP 로

직의 전체 고장률은

λ BP= 4 C 1× λ 1× 3 C 1× λ 1×MTTR=1.66E-07/Hour  

이며, LCL의 전체 고장률은

      λ LCL= 2 C 1×2 λ 2×2 λ 2×MTTR=2.01E-07/Hour  이다. 

BP 및 LCL 프로세서를 포함한 보호계통 고장률 λS는 다음과 같다.  

λ S= λ BP+ λ LCL=3.67E-07 /Hour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경우 지수분포의 고장확률 도 함수를 가지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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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률은 일정하다고 가정된다. 그러므로 원자로 안전계통의 평균수명은 고

장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MTBF=
1
λ
=

1
3.67E-07

≅2.73E06[Hour]=311.4[Year]

이상의 정량평가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운전 중 유지보수가 가능한 

시스템은, 다중화된 시스템의 일부가 고장난 경우에도 제한된 시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면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므로, 보전을 수반하는 

시스템의 신뢰도는 보전을 수반하지 않는 시스템보다 높은 신뢰도를 유지

할 수 있다. 표 2.3.9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원자로 보호계통 대한 정량평

가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2.3.9 원자로 보호계통 정량평가 결과

Description Part No.
Module
Number

Failure Rate
/Module

Failure Rate Unit

(Bistable Logic)
Processor PM645C 2 9.07E-06 1.81E-05
Analog Input AI620 2 5.60E-06 1.12E-05
Digital Input DI620 1 2.51E-06 2.51E-06
Communication Interface CI532 2 2.90E-06 5.80E-06
Power Supply SA610 1 3.90E-06 3.90E-06
Failure Rate of Single PLC Rack 4.16E-05

Failure Rate of 2-out-of-4 Bistable Logic 1.66E-07

(Local Coincidence Logic)
Processor PM645C 4 9.07E-06 3.63E-05
Digital Output DO620 4 2.51E-06 1.00E-05
Communication Interface CI532 2 2.90E-06 5.80E-06
Power Supply SA610 1 3.90E-06 3.90E-06
Failure Rate of Single PLC Rack 5.60E-05

Failure Rate of Selective 2-out-of-4 LCL 2.01E-07

(PPS)
Total Failure Rate of PPS 3.67E-07

MTBF 2.73E+06 Hour
311.4 Year

라. ESFAS 수명평가

(1) 시스템 구조분석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및 제어계통 (ESF-CCS: 

Engineered Safety Feature-Component Control System)에 대한 고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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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고자 하 으나 차세대 원전의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및 제어계통에 

대한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울진 5&6호기의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계통(DESFAS: Digital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에 

대한 고장률 및 평균수명을 계산하 다.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은 보호계통으로부터 공학적안전설비 

계통 트립신호를 입력받아 각 공학적안전계통을 작동하기 위한 개시신호

를 발생하는 계통이다. 이 계통은 4채널의 보호계통의 신호를 이용하여 선

택적 2/4로직을 수행한 뒤 공학적안전계통을 작동하기 위한 개시신호를 

PCS(Plant Control System)로 출력한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에서 

SIAS, CIAS, CSAS, RAS, MSIS, AFAS 등의 공학적안전설비들을 작동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신호를 발생시킨다. 

․Safety Injection Actuation Signal

․Containment Isolation Actuation Signal

․Containment Spray Actuation Signal

․Recirculation Actuation Signal

․Main Steam Isolation Signal

․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Signal - 1 

․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Signal - 2

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은 트레인 

A와 트레인 B의 총 두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된다. 각 트레인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캐비닛에 구축되어 독립적으로 운전된다.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두 개 트레인중 한 트레인만 작동하더라도 각 

트레인에 속해있는 밸브와 펌프들이 작동되기 때문에 공학적안전설비 계

통이 작동하여 원전의 안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각 트레인의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2.3.55와 같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각 트레인은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기반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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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5 DESFAS의 하드웨어 구성도

각 트레인의 내부 기능 및 구조는 그림 2.3.56과 같으며 각 트레인 내부

의 논리도는 그림 2.3.57과 같다. 각 트레인은 내부에 펌프 구동 개시신호

를 발생시키기 위한 프로세서 2개, 밸브 구동 개시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프로세서 2개, 유지보수/시험을 하기 위한 프로세서 1개, 전원을 공급하는 

모듈 2개, 및 기타 신호를 전달하는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보호계통에서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 개시신호는 

FOT(Fiber Optic Transmitter)를 통해 보내지고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에서는 이 신호를 FOR(Fiber Optic Receiver)를 통해 입력받는

다. 4채널의 디지털 보호계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4개의 신호를 입력받아 

각각 펌프와 밸브를 구동시키는 위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프로세서로 입력

된 후 선택적 2/4로직을 수행한 후 각 공학적안전계통의 펌프와 밸브를 

구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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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6 ESFAS 채널내 기능 블록도

그림 2.3.56과 그림 2.3.5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보호계통의 A와 C채널

의 신호는 펌프와 밸브의 1계열의 프로세서들에 입력되고 B와 D채널의 

신호는 2계열의 프로세서들에 입력된다. 설명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보

호계통의 A와 C 채널의 신호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들을 1계열로, B와 C채

널의 신호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를 2계열로 명칭 하 다. 펌프와 밸브의 1

계열의 프로세서에서는 보호계통 A와 C채널의 신호를 이용하여 “OR" 논

리를 수행하며, 2계열의 프로세서에서는 B와 D채널의 신호를 이용하여  

“OR" 논리를 수행한다. 1계열의 프로세서와 2계열의 프로세서에서 발생된 

신호는 각 펌프들과 밸브들을 구동시키는 OPTO Coupler에서 ”AND"논리

를 수행하여 개시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된 개시신호는 각 펌

프와 밸브들을 제어하는 PCS에 전송되어 공학적 안전설비들을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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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7 ESFAS 채널내 논리도

(2) 신뢰성 블록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한 PLC는 총 2개가 있

는데 하나의 PLC의 구조는 그림 2.3.58 (a)와 같이 두 개의 랙으로 구성되

며 구성품들은 다음과 같다. 

․1개의 프로세서 모듈

․1개의 통신모듈

․2개의 디지털 입력모듈

․6개의 디지털 출력모듈

․9개의 Spare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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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mplified Pump Processor 
for Reliability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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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8 펌프 구동 프로세서

펌프구동 위한 1계열과 2계열의 PLC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의 모듈들 중 공학적안전설비계통 작동신호를 출력에 관계하는 모듈

은 그림 2.3.58 (b)와 같으며 모듈의 종류 및 개수는 다음과 같다.

․1개의 프로세서 모듈

․1개의 통신모듈

․2개의 디지털 입력모듈

․6개의 디지털 출력모듈

밸브를 구동하기 위한 PLC는 펌프 PLC와 동일하게 2개의 PLC로 구성

되어 있다. 하나의 PLC의 구조는 그림 2.3.59 (a)와 같으며 각 구성모듈은 

다음과 같다.

․1개의 프로세서 모듈

․1개의 통신모듈

․2개의 디지털 입력모듈

․11개의 디지털 출력모듈

․5개의 Spare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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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PLC의 구조도 펌프 PLC와 유사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

털 출력모듈이 펌프 PLC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 평가를 수행

하기 위해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 개시신호를 발생시키는 모듈만 이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PLC는 그림 2.3.59 (b)와 같으며 구성 모듈들은 다음과 

같다.

․1개의 프로세서 모듈

․1개의 통신모듈

․2개의 디지털 입력모듈

․11개의 디지털 출력모듈

(B) Simplified Valve Processor 
for Reliability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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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9 밸브 구동 프로세서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고장률을 계산하여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안전계통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뢰성 블록도를 

사용하 다.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신뢰성 블록도를 작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사용하 다.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은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 두 개의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이 중 하나의 트레인에서 공학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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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비 작동 신호가 발생하면 공학적안전설비들이 구동되게 되어있

다. 그러나 이용률 관점에서 보면 두 트레인중 한 개의 트레인에서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공학적 안전계통이 작동하기 때문에 전체 공

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고장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신뢰성 블록도

에서는 두 개의 트레인이 모두 건전할 경우 정상이라고 가정하 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트레인 내부 기기 중 직접적으로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에 관계되는 기기들(FOR,  Valve PLC, Pump PLC, 및 

전원계통)을 이용하여 신뢰성 블록도를 작성하 다. 직접적으로 계통 

작동에 향을 주지 않는 MTP(Maintenance and Test Panel)등은 신

뢰성 블록도에서 제외하 다. 

․FOT는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에 있는 부품이 아니라 원자로 보호

계통의 부품으로써 원자로 보호계통에서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으

로 트립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부품의 기능이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에만 향을 주기 때문에 신뢰성 블록도를 간단히 

하기 위해 본 부품을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신뢰성 블록도에 포

함시켰다.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이 수행하는 7개의 기능이 각 기능에 따라 

밸브나 펌프 중 한가지의 기기만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전체의 신뢰도

를 평가하므로 계통내에서는 밸브 프로세서와 펌프 프로세서가 둘 다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전체 계통이 건전하다고 가정하 다.

․각 트레인내에서 원자로 보호계통의 입력신호를 격리시키기 위해 사

용되는 OPTO Isolator는 고장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신뢰성 블록도

에서는 제외하 다.

․각 트레인의 최종단에 있으면서 개별기기들의 구동신호를 PCS에 전

달하는 OPTO Coupler들은 고장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신뢰성 블록

도에서는 제외하 다.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A 트레인의 신뢰성 블록도는 그림 2.3.60과 

같다. B 트레인도 A 트레인과 동일하며 이 두 개의 트레인은 직렬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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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림 2.3.60에 나타난바와 같이 한 트레인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신

호를 처리하는 부분(1계열과 2계열)과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신호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고 또한 전원을 공급하는 계통에 고장이 발생할 경

우도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에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신뢰성 블록도에서 직렬로 연결되었다.

그림 2.3.56 및 그림 2.3.6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원자로 보호계통의 신

호들 중 A와 C 채널의 신호는 1계열의 밸브와 펌프의 PLC에 입력되어 

각각 “OR" 논리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두 개의 신호중 하나의 신호가 고

장나면 1계열내의 PLC에서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가 발생한다. 그러므

로 A와 C의 신호를 처리하는 1계열의 FOT A, FOR A, FOT C, FOR C, 

Valve PLC 1, 및 Pump PLC 1은 직렬로 연결하 다.  보호계통의 B와 D 

채널의 신호를 처리하는 2계열의 경우도 1계열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2계열에 속한 FOT B, FOR B, FOT D, FTR D, Valve PLC 2, 

및 Pump PLC 2는 직렬로 연결된다. 

1계열의 신호와 2계열의 신호가 PCS에 전달하는 OPTO Coupler에서 

“AND”논리에 의해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두 

계열중 한 개열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다른계열의 신호가 정상일 경우 트

레인내에서는 정상적인 신호를 발생하여 정상적인 공학적안전설비 계통을 

작동시킨다. 그래서 1계열과 2계열은 병렬로 연결하 다. 

공학적 안전설비작동계통에 공급되는 전원은 각 트레인 내부에서 2중화

로 구성되어 있어 트레인내 모든 계통에 전원을 공급한다. 그러므로 전원 

모듈은 하나의 모듈이 고장나더라도 다른 하나에서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

에 두 개의 전원 모듈을 병렬로 연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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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0 A 트레인 내부의 신뢰성 블록도

(3) 수명평가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본적인 

데이터는 실제 울진 5&6호기에 적용될 예정인 AC160 PLC의 고장률 데

이터를 사용하 다. 사용된 부품 고장률은 표 2.3.10의 상단부분에 잘 나타

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은 두 트레

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트레인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2.3.61과 같이 

고장률을 계산하기 위해 한 트레인을 1계열, 2계열, 및 전원부분의 3 부분

으로 나누었다. 1계열과 2계열 내부에서는  각 부품들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계열의 고장률 λ1or2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λ 1or2= 4×λ FO+λ VL+λ PP

여기서, λ1or2는 한 계열내의 고장률을 나타내며, λFO는 광섬유 트랜스

미터나 광섬유 리시버의 고장률을 나타내며, λVL은 밸브신호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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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의 고장률을 나타내고 λPP는 펌프신호를 처리하는 PLC의 고장률을 

나타낸다. 

PPVLFOor λλλλ ++= 421

Failure Rate of 1 or 2 :

MTTRMTTRC ororor ×=××× 2
21212112 2λλλ

Failure Rate of 1 and 2 :

λFO: Failure Rate of a fiber optic transmitter 
or receiver  

λVL: Failure Rate of a Valve Processor
λPP: Failure Rate of a Pump Processor
λPW: Failure Rate of a Power module

MTTRMTTRC PWPWPW ×=××× 2
12 2λλλ

Failure Rate of Power :

FOT A

FOR A

FOT C

FOR C

FOT B

FOR B

FOT D

FOR D

Valve 
PLC 1

Valve 
PLC 2

Pump 
PLC 1

Pump 
PLC 2

Power Power

1 2

PPVLFOor λλλλ ++= 421

Failure Rate of 1 or 2 :

MTTRMTTRC ororor ×=××× 2
21212112 2λλλ

Failure Rate of 1 and 2 :

λFO: Failure Rate of a fiber optic transmitter 
or receiver  

λVL: Failure Rate of a Valve Processor
λPP: Failure Rate of a Pump Processor
λPW: Failure Rate of a Power module

MTTRMTTRC PWPWPW ×=××× 2
12 2λλλ

Failure Rate of Power :

FOT A

FOR A

FOT C

FOR C

FOT B

FOR B

FOT D

FOR D

Valve 
PLC 1

Valve 
PLC 2

Pump 
PLC 1

Pump 
PLC 2

Power Power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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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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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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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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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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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그림 2.3.61 한 트렌인내의 각 부분 고장률

그림 2.3.61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열 1과 2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

러므로 한 계열에서 고장이 발생하 을 경우 그 고장을 수리하는 동안 다

른 계열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체 계통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1계열과 2계열을 통합한 고장률 λ1and2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λ 1and2= 2C 1×λ 1or2×λ 1or2×MTTR=2× λ
2
1or2×MTTR

여기서, MTTR은 평균수리시간을 나타내는데 보호계통에서의 계산과 

유사하게 8시간을 적용하 다. 

전원공급계통은 각 트레인 내에서 2중으로 되어있어 이 두 개의 전원공

급장치가 트레인내부의 부품들에 전원을 공급한다. 트레인내의 전원공급장

치 중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하나에서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될 경

우 각 트레인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전원공급장치에 고

장이 발생할 경우 그 전원장치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전원공급장치에서 

고장이 발생되면 한 트레인 내에 전원이 공급되지 못하여 해당 트레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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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전원공급계통의 고장률 λP는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λPW는 한 개의 전원공급모듈의 고장률을 나타낸다.

λ P= 2C 1×λ PW×λ PW×MTTR=2× λ
2
PW×MTTR

그리고 한 트레인의 전체 고장률은 1계열과 2계열을 통합한 고장률 λ

1and2와 전원공급계통의 고장률 λP를 더한 값이 된다. 그리고 공학적안전

설비 작동계통의 전체 고장률은 두 개의 트레인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

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λTrain은 한 트레인의 전체 고장률을 나타낸

다. 

λ ESFAS=2×λ Train=2×(λ 1and2+λ P)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하드웨어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의 이용률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본 계통

에 사용된 센서 및 소프트웨어 등을 제외한 고장률을 계산하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장률을 계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울진 

5&6호기의 디지털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에 사용될 CENP 사의 Ad 

160 PLC 및 기타 부품의 고장률을 사용하 다. 그리고 고장수리시간 

MTTR은 EPRI-URD에서 요구한 최대 고장수리시간인 8시간을 사용하

다. 앞에서 제시한 식을 이용하여 각 트레인 내의 1계열이나 2계열의 고장

률은 

λ 1or2= 4×λ FO+λ VL+λ PP=1.87E-04/Hour

이 되며, 이를 이용한 1계열과 2계열을 통합한 고장률은

λ 1and2= 2C 1×λ 1or2×λ 1or2×MTTR= 2× λ
2
1or2×MTTR=5.59E-07/Hour

가 되며, 전원 공급 모듈의 고장률은 

λ P= 2C 1×λ PW×λ PW×MTTR=2× λ
2
PW×MTTR=2.69E-10/Hour

가 된다. 이를 이용하여 2 트레인으로 구성된 전체 디지털 공학적 안전

설비 작동계통의 고장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λ ESFAS=2×λ Train=2×(λ 1and2+λ P)=1.12E-06/Hour

보통 시스템의 경우 고장률은 지수분포를 가진다고 가정되며 이와 같이 

지수분포를 가정할 경우 평균수명시간은 고장률의 역수로 유도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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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디지털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경우 평균수명 EESFAS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 ESFAS=
1

λ ESFAS
=8.94E05[Hour]=102.1[Year]

위와 같이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전체 평균수명은 102년이 계산됨

을 알 수 있다. 자세한 고장률 및 평균수명은 표 2.3.10에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고장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경우 다중화의 일부가 고장이 발

생하더라도 고장수리시간에 다른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체

계통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

다. 

표 2.3.11은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한 트레인의 고장률을 신뢰성 분

석도구인 Reliability Workbench 8.0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표 

2.3.10의 한 트레인 고장률과 표 2.3.11의 System 고장률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2.3.11에는 한 트레인내부에서 고장을 유발하는 Minimal 

Cut Set들과 각 Cut Set들이 가지는 고장률이 잘 나타나 있다. 표 2.3.1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한 트레인 내부에서 고

장률에 가장 악 향을 끼치는 기기는 Pump PLC로 나타나 있다. 표에 나

타난 바와 같이 Pump PLC 1과 Pump PLC 2가 동시에 고장날때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이 고장이 발생하는데 그 경우 고장률은 0.0459 E-6으

로 나타난다. Pump PLC가 고장을 가장 크게 유발하는 이유는 펌프를 구

동시키는 PLC에 디지털 출력단자인 DO 모듈이 많이 있는데 이 DO 모듈

의 고장률이 PLC 다른 모듈의 고장률보다 10배정도 높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또한 개별기기로는 FOT와 FOR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기기의 

신뢰도를 높게 할 경우 전체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신뢰도를 높이

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4) 결과 및 결론

디지털 보호계통의 경우 평균수명이 311년이 나오는 반면 디지털 공학

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경우 102년 정도의 수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

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보호계통의 경우 4채널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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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2/4 논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이 고장이 발생하여도 전체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바로 연계되지 않지만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경우 2 트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트레인 당 각각의 기기들을 작동시

켜 하나의 트레인에 고장이 발생될 경우 바로 전체 공학적안전설비 작동

계통의 고장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의 경우 평균수명이 102년이 계산되어 차세대의 계측제어 신뢰도 요건인 

60년은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3.10 DESFAS의 고장률

Description Part No.
Module
Number

Failure Rate
/Module

Failure Rate Unit

(Fiber Optic)
Fiber Optic Transmitter/Receiver 1 1.23E-05 1.23E-05

(Pump Logic)
Processor PM645 1 9.07E-06 9.07E-06
Digital Input DI620 2 2.51E-06 5.02E-06
Digital Output DO620 6 6.10E-06 3.66E-05
Communication Interface CI532 1 2.90E-06 2.90E-06

Failure Rate of Single PLC Rack 5.36E-05

(Valve Logic)
Processor PM645 1 9.07E-06 9.07E-06
Digital Input DI620 2 2.51E-06 5.02E-06
Digital Output DO620 11 6.10E-06 6.71E-05
Communication Interface CI532 1 2.90E-06 2.90E-06

Failure Rate of Single PLC Rack 8.41E-05

(Faliure Rate of an ESFAS Cabinet W/O Power )
Failrue Rate of 4 FO, 1 Pump, 1 Valve Logic 1.87E-04
Failrue Rate of an ESFAS Cabinet without Power module 5.59E-07

(Power)
Power Supply(Switch) SA610 1 4.10E-06 4.10E-06

Failure Rate of Power Supply 2.69E-10

(Total Failure Rate)
Total Failure Rate of an ESFAS Cabinet 5.59E-07
Total Failure Rate of ESFAS Cabinets 1.12E-06

(MTBF of ESFAS)
MTBF of ESFAS Cabinet(Hour) 8.94E+05 Hour
MTBF of ESFAS Cabinet(Year) 102.1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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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1 DESFAS의 Cut Set 고장률

Number Set Unavailability Failure Frequency(x E-6)
1 PUMP PLC 1.PUMP PLC 2 1.83712E-07 0.04592796
2 VALVE PLC 1.PUMP PLC 2 2.88179E-07 0.072044775
3 FOR C.PUMP PLC 2 4.21717E-08 0.010542922
4 FOT C.PUMP PLC 2 4.21717E-08 0.010542922
5 FOR A.PUMP PLC 2 4.21717E-08 0.010542922
6 FOT A.PUMP PLC 2 4.21717E-08 0.010542922
7 PUMP PLC 1.VALVE PLC 2 2.88179E-07 0.072044775
8 VALVE PLC 1.VALVE PLC 2 4.52051E-07 0.113012835
9 FOR C.VALVE PLC 2 6.61525E-08 0.016538125

10 FOT C.VALVE PLC 2 6.61525E-08 0.016538125
11 FOR A.VALVE PLC 2 6.61525E-08 0.016538125
12 FOT A.VALVE PLC 2 6.61525E-08 0.016538125
13 PUMP PLC 1.FOR D 4.21717E-08 0.010542922
14 VALVE PLC 1.FOR D 6.61525E-08 0.016538125
15 FOR C.FOR D 9.68066E-09 0.002420164
16 FOT C.FOR D 9.68066E-09 0.002420164
17 FOR A.FOR D 9.68066E-09 0.002420164
18 FOT A.FOR D 9.68066E-09 0.002420164
19 PUMP PLC 1.FOT D 4.21717E-08 0.010542922
20 VALVE PLC 1.FOT D 6.61525E-08 0.016538125
21 FOR C.FOT D 9.68066E-09 0.002420164
22 FOT C.FOT D 9.68066E-09 0.002420164
23 FOR A.FOT D 9.68066E-09 0.002420164
24 FOT A.FOT D 9.68066E-09 0.002420164
25 PUMP PLC 1.FOR B 4.21717E-08 0.010542922
26 VALVE PLC 1.FOR B 6.61525E-08 0.016538125
27 FOR C.FOR B 9.68066E-09 0.002420164
28 FOT C.FOR B 9.68066E-09 0.002420164
29 FOR A.FOR B 9.68066E-09 0.002420164
30 FOT A.FOR B 9.68066E-09 0.002420164
31 PUMP PLC 1.FOT B 4.21717E-08 0.010542922
32 VALVE PLC 1.FOT B 6.61525E-08 0.016538125
33 FOR C.FOT B 9.68066E-09 0.002420164
34 FOT C.FOT B 9.68066E-09 0.002420164
35 FOR A.FOT B 9.68066E-09 0.002420164
36 FOT A.FOT B 9.68066E-09 0.002420164
37 POWER 1.POWER 2 1.07577E-09 0.000268942
38 Total System 2.23468E-06 0.55867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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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 검증 

1. 안전 소프트웨어 계획 및 요구분석 단계 안전성평가

가.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SSP) 독립평가

(1) 소프트웨어 안전성계획 평가 개요

  과학기술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일반V-3, 품

질보증요건　 2항, 　설계관리)는 적용 가능한 규제요건과 설계기준이 시방

서, 도면, 절차서 및 지시서에 올바르게 반 되었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방

법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관련계통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스템 안전성분석

과 일치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IEEE Std. 1074-1995에 규정된 것 이상

의 추가 활동이 필요하다. 계획 및 문서화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활동

이 각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단계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2) 검토의견 및 결과

  KEPRI에서 작성한 APR1400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Technical Report 

for Software Safety Plan Description for APR1400)을 두 차례에 걸쳐 검

토하 다. 1차 검토의견 반 으로 SSP 내용 중 4.0 Software Safety 

Analyses section 부분이 충실해진 것 같다. 그러나 지난번 검토 의견이 

아직 반 되지 않은 부분과 Ref. 오류, 오자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Plan을 IEEE Standard 1228-1994에 있는 기준과 SRP/BTP-14에 있

는 기준에 따라 그 만족 여부를 검토하 다[표 2.4.1]. 이 Plan의 목차는 

IEEE Standard 1228-1994의 Section 4에서 추천하는 목차와 같았다. 각 

항목 별 검토 의견은 독립검토의견서 표들을 사용하여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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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검토의견의 일부분

APR1400
(Korean Next Generation Reactor)

설계검토의견서
Design Review & Comment Sheet

MMIS-SW
검증

(Man-Machine 
Interface System)

문서명 : Technical Report for Software Safety Plan
 Title     Description for APR1400

문서번호 : 
ID: N-701-NJ-D461-002

접수일자 :
Issue Date

2000.02.03
회신일자 :
Return Date

2001. 04.  02
검토분야 :

Fields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 본문내용 : Section 3.1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 검토의견 :1) Organization  a reference is given to another document (SPM, section 2). 

This is acceptable. However, the SPM does not depict the software safety activities 

within the overall organization nor does it describe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relationships pertaining to software safety issues. This does not conform to the 

Standard. 

       2) Authority  states that the system engineering group manager has 

responsibility. Thus, one person is responsible. This conforms, but is not acceptable 

because of the resulting lack of independence.

    3) Autonomy  states that the system engineering group manager has 

responsibility for software safety, which violates the independence principle 

(autonomy). This is nonconforming.

    4) Ρesponsibilities  IEEE 1228 lists eight responsibilities. The Report 
includes two of these (resources, records), plus one (meeting plans) not directly on 

the list. The remaining items should be discussed, either in the Plan or in the SPM.

    5) Communication  since the system engineering group manager is 

responsible for safety, this may be automatically covered.

My general impression is that safety organization is subsumed within the 

development organization, so specific topics relating to safety organization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The result is that this section of the Plan does not conform to 

IEEE 1228. This shortcoming should be addressed.

- 검토근거 : IEEE 1228 Section 3.1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y

- 대    안 : 

- 검토등급분류 : 설계반

작성자 :
Reviewer

1차 검토자 :
1st Re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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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ware Safety Plan Description for APR1400" 설계문서가 문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개발자와 제3자(Westinghouse)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주로 문으로 작성하 다. 자세한 검토결과는 

KAERI/TR-1573/2000에 상세히 기술하 다. 

(3) 독립검토 결과 활용

  안전 소프트웨어 Qualification현안과 관련하여 디지털계측제어 안전 소

프트웨어 방법론과 이에 의한 설계결과물들이 디지털계측제어 안전규제기

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독립검토를 수행하고, 기술적 현안 각 주제 별로 

분석/평가하여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디지털 계측제어 소프트웨어가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설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이렇게 확

보된 소프트웨어 검증기술은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모든 신형원전의 안전 

소프트웨어 검증에 활용할 예정이다.

나. 안전소프트웨어 QA계획(SQAP) 독립평가

(1) 안전 소프트웨어 품질보증평가 개요

  안전 소프트웨어 QA계획 독립평가의 주요 내용은 평가기법(review 

techniques), 평가주제/평가절차(review topic/review procedure) 및 관리적 

특성 (management characteristics), 구현특성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자원특성(resource characteristics) 순의 품질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검토하 다.   이들 안전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기준은 안전 소프

트웨어 품질평가 기술보고서(KAERI/TR-1535/2000)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KEPRI측으로부터 넘겨 받은 설계문서인 APR1400 SPM중 SQAP 

부분에 대한 1차 (KAERI 자체평가) 는 2000년 1월 30일 부로 제출하 으

며 2차(KAERI/LLNL 공동평가)분은 2000년 3월에 KEPRI측에 제공하

다.  APR1400 SQAP 평가 절차서의 목차는 표. 2.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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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 APR1400 SQAP 평가 절차서 목차

PART I : GUIDELINE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1.0 Purpose
2.0 Scope
3.0 References
   3.1 Conventions, Definitions, and Acronyms
4.0 Regulation Framework
   4.1 Regulatory information
   4.2 Role of standards in the frame work
   4.3 Existing organizational procedures
5.0 Software qualification effort

   5.1 Typical SQA activities

   5.2 Considerations for NPP safety systems

   5.3 Software Quality Assurance (SQA) and V&V
   5.4 Relationship of V&V to other assurance activities
   5.5 V&V and Software Safety Activities

   5.6 V&V and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 
   5.7 V&V and COTS Software Acceptance ? 
   5.8 Review other planning information
6.0 The methods of Software Qualification
7.0 Evaluation Factor  of Contents based on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7.1 Table of Contents
   7.2 Purpose
   7.3 Reference document
   7.4 Management
   7.5 Documentation
   7.6 Standards, practices, conventions, and metrics
   7.7 Review and audits
   7.8 Inspection and Testing
   7.9 Problem reporting and corrective action
   7.10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7.11 Code control
   7.12 Media control
   7.13 Supplier control
   7.14 Records collection, maintenance, and retention
   7.15 Training
   7.16 COTS Evaluation Consideration
       7.16.1 Consideration factor on  PROCURED SOFTWARE
   7.17 Risk management
8.0 Performing guideline of Review and audit on software quality assurance
    8.1 Management review
        8.1.1  Entry criteria
        8.1.2  Procedures
    8.2 Technical Review
        8.2.1  Entry criteria
        8.2.2  Procedures
        8.2.3  Exit criteria
    8.3 Audit
        8.3.1  Entry criteria
        8.3.2  Procedures
        8.3.3  Exit criteria

PART II : REVIEW PROCEDURE FOR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IN PLANNING PHASE
1.0   Overview
2.0   Review Techniques
3.0   Review Topics
      3.1. Management characteristics
          3.1.1. Purpose
          3.1.2. Organization

                3.1.2.1 SQA (SVV, SCM, SSA) activities Criteria
          3.1.3.  Responsibilities
      3.2.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3.2.1. Measurement
          3.2.2. Procedures
          3.2.3. Record keeping
      3.3. Resource characteristics
          3.3.1. Methods and tools
          3.3.2. Standards

APPENDIX : SQA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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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소프트웨어 QA 계획(SQAP) 검토 의견서 작성 

  전력연구원의 APR1400 Software Program Manual(SPM)중 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SQAP)을 1999년 12월 29일자로 접수하여  

APR1400 SPM의 SQAP부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검토 의견서 11건

을 작성하여 2000년 1월 30일 부로 1차분을 전력연구원에 송부하 다. 

APR1400 SPM 평가는 KAERI에서 자체 개발한 안전 소프트웨어 QA 계

획(SQAP) 평가 절차서를 통하여 평가하 다. 평가 과정을 간단히 기술하

면, 첫 번째 규제요건에 대한 Code & Standard의 Compile, 두 번째 목차

(Table of Contents)의 적정성 여부 평가, 10 CFR 50 App. B, 

ASME/NQA-1 및 SRP BTP-14 의 18개 기준 항목에 대한 만족 여부의 

순으로 평가하 는데 이들 주요 내용중 몇가지만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제2차 검토 의견서에서는 KAERI/LLNL 공동연구를 통하여 검토

한 보다 상세한 추가의 검토의견을 2000년 3월에 제시하 다.  

다. 안전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SVVP) 독립평가

  Software Program Manual(SPM)/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VVP) 중 KEPRI 측에서 요구한 Core Protection Calculator(CPC)/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SVVP) 독립평가 내용이다. 이

들 독립평가의 모든 기준은 SRP Chapter 7/BTP-14의 인허가 기준을 가

지고 평가하 다. 다음의 기술 내용은 독립평가 검토의견들이다. Draft 형

식으로써 제출하 으므로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일반적인 기술 보다는 실

제 프로젝트에 착수하 을 때 진행되는 Task Flow 중심의 CPC SVVP 

계획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취약하다.  즉, V&V task의 entry 

criteria 및 exit criteria 그리고 Safety Analysis 부분과의 연계사항에 대

한 부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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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CPC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서 평가 의견서(1)

 Question  Review Comments

 Management-Purpose

 CPC-SVVP에 소프트웨어 V&V 활동의 목

적 및 범위가 정의되어 있는가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상에서 요구사양분석 

이외의 활동들은 필요시 새로운 계약에하에 

변경될 예정임을 기술하고 있음.

 CPC-SVVP에 소프트웨어 V&V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가 ?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포괄적으로 요

약되어 있지 않음.

 Management-Organization

 CPC-SVVP에 소프트웨어 V&V 조직과 다

른 회사조직과의 경계 및 인터페이스가 기술

되어 있는가 ?

 SPM의 Exhibit 2-1 "Later" 문구로 보아 

향후 요건에 맞게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보

임.

 CPC-SVVP에 보고채널은 정의되어 있는가 

?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Ex) 개발요원→개발대리/과장→개발팀장

      V&V담당자→V&V대리.과장

      → V&V팀장

      또한, 문제점 보고 및 시정조치 사항  

      의 보고채널도 formal documentation  

      이 요구됨.

 CPC-SVVP에 V&V tasks들에 대한 

assurance조직간의 연관성이 규정되어 있는가 

?

 전체 design output에 대하여 assurance 조

직간의 기능적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범위 및 

책임사항 등이 분명치 않은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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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CPC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서 평가 의견서(2)

 Question  Review Comments

 Management-Responsibilities

 CPC-SVVP에 각 V&V task 수행을 위한 책

임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P4~P5, 4.3 Resource Summary 및 4.4 

Responsibilities에 책임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I&C Leader의 disagreement의 resolution에 

대한 책임사항도 함께 기술되어야 함.

 CPC-SVVP에 성공적인 V&V task 완성을 승

인하기 위한 권위있는 요원이 지정되어 있는가 

?

 Yes. Exhibit 3-1 CPC 소프트웨어 개발조직 

구성 chart의 계층적 구조로 보아 알 수 있음.

 CPC-SVVP로부터 적절한 V&V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

 Yes (Exhibit 3-1)

 CPC-SVVP에서 각 task의 검증을 수행하는 

지정된 요원을 확인할 수 있는가 ?

 No.

 CPC-SVVP에서 필요시 요구되는 자원을 어떻

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가 ?

  P5, 4.5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에 향후 CASE tool을 도입할 

것을 암시하고 있음.

Resource Requirement 및 어떻게 Resource를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을 요함.

 Management-Risk

  CPC-SVVP에 V&V task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위험요소(예를들면 V&V 요원

의 경험부족, V&V 예산이 개발예산에 종속 

V&V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프로젝트 메니저 

등)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는 돌발사건 계획서가 포함되어 있는

가 ?

 없음.

 CPC-SVVP에 각 소프트웨어 항목과 연관된 

개발위험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기술되

어 있는가 ?

 P.12, 15번에 기술되어 있음.

 CPC-SVVP에 각 V&V task와 연관된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 (즉, 안전성, 예산, 스케줄 및 자원 등을 포함

한 위험요소)

 4.2 Master Schedule, 4.2.1 Milestones and 

Schedule, 4.2.2 Deliverables의 목차로 보아 

향후 작성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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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CPC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서 평가 의견서(3)

 Question  Review Comments

 Management-Risk  

 CPC-SVVP에 각 소프트웨어 항목에 대하

여 안전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규

정되어 있는가 ?

 별도의 기술이 없음.

 Safety Analysis 및 Safety Analysis     

  Report 등이 입력될 수 있어야 할 것임.

 Implementation-Measurement  

 CPC-SVVP에 각 V&V task의 완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을 규정

하 는가 ?

 없음.

 CPC-SVVP에 소프트웨어 검토 및 시험에 

의하여 측정, 수집, 분석 및 보고가 이루어

지는 동안 발견될 수 있는 에러율(error 

rate)을 요구하고 있는가 ?

 없음.

 CPC-SVVP에 V&V 노력의 효과를 결정

하기 위하여 시스템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가 ?

 CPC-SQAP, 5.3 Metrics에 기술되어 있

음.

 CPC-SVVP에 V&V 노력의 성공 또는 실

패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일련

의 지표(indicators)를 요구하고 있는가 ?

 없음. (예, 10
-4
 신뢰성 목표 등)

 CPC-SVVP에 테스트계획서, 테스트사양

서, 테스트절차서 및 테스트 케이스 들을 평

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 는가 ?

 없음.

 CPC-SVVP에 검토계획서, 검토사양서 및 

검토절차서 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확

립하 는가 ?

 없음.

 Implementation-Procedures  

 CPC-SVVP에 각 V&V task에 대하여 계

획단계의 가정사항들(이전에 확인된 모순, 

자원 이용율 및 타스크 스케줄링 등)을 규

정하고 있는가 ?

 없음.

 CPC-SVVP에 제안된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하여 형상관리조직과 함께 조정할 수 있

는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없음. Change Request→검토→변경승인

→수정(Testing/QA)→new Baseline 설정

등의 언급이 없음.

 CPC-SVVP에 검증팀에 의하여 사용될 절

차서를 확립하 는가 ?

 현재 CPC-SPM에 매뉴얼과 절차서의 성

격이 통합되어 있음. 인허가 및 Engineer

용 Doc. 구분요(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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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CPC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서 평가 의견서(4)

 Question  Review Comments

 Implementation-Procedures

 CPC-SVVP에 각 V&V task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 는가 ?

 각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 V&V 

inputs, V&V tasks, V&V output이 잘 정

의되어 있음.

 CPC-SVVP에 각 V&V task에 대하여 

pass/fail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

 각 V&V task에 대한 pass/fail 기술이 없

음. 즉, entry criteria 및 exit criteria가   

없음.

 CPC-SVVP에 에러를 탐지하고 적절히 분

석하고 보고하고, 수집, 재검증, 재확인 및 

재시험등을 통하여 시스템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Reverification work flow가 없음.

 CPC-SVVP에 각 프로젝트 개발 활동과 

연관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규

정하고 있는가 ?

 위험도 평가절차에 대한 세션이 없음. 

 CPC-SVVP에 소프트웨어 개발노력의 생

명주기동안 각 V&V 타스크 수행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는가 ?

 Section 5.0에서 Section 10.0까지 잘 정의

되어 있음.

 CPC-SVVP에 요구사양과 일치한다는 것

을 입증하기 위한 각 소프트웨어 항목 및 

각 개발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활동들을 기

술하고 있는가 ?

 현재 없으나 요건추적 도구(CCC/Harvest 

또는 Source Integrity)의 활용을 권고함.

Source Integrity는 간단하고 사용이 쉬운

방면 보안기능이 취약함. CCC/Harvest는 

고가이면서 복잡한 측면이 있음.

 CPC-SVVP에 계획된 V&V 타스크에 관

하여 제안된 소프트웨어 변경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없음.

 CPC-SVVP에 검증조직과 설계그룹간에 

문서로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

단을 요구하고 있는가 ?

 각종 Document 양식으로 보아 공식적인 

문서 전달체계가 잘 정의되어 있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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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CPC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서 평가 의견서(5)

 Question  Review Comments

 Implementation-Procedures

 CPC-SVVP에 수행예정(각 타스크에 대한 

계획단계의 가정사항들)인 V&V task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 ?

  Section 5.0 에서부터 Section 10.0까지 

수정해야 할 V&V task에 대하여 잘 정의

되어 있음.

 CPC-SVVP에 각 V&V task의 검증동안 

확인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규

정하고 있는가 ?

 없음.

 CPC-SVVP에 테스트 활동이 시작되기전 

승인된 테스트 계획서, 사양서 및 절차서 들

을 요구하고 있는가 ?

 없음.

 CPC-SVVP에 테스트 케이스 선택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없음

 CPC-SVVP에 테스트 예상 결과를 규정한 

테스트케이스 문서를 요구하고 있는가 ?

 없음

 CPC-SVVP에 긍정적 관례 및 발견을 요

약한  소프트웨어 V&V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가 ?

 없음

 CPC-SVVP에 V&V에 사용된 방법, 도구, 

V&V 수행시 취한 활동들을 요약한 소프트

웨어 V&V 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가 ?

 Yes. V&V Summary Report를 요구하고 

있음.

 CPC-SVVP에 review inputs, entry 

criteria, exit criteria 및 output을 규정하고 

있는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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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CPC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서 평가 의견서(6)

 Question  Review Comments

 Implementation-Procedures

 CPC-SVVP에 기술적인 소프트웨어 검토 

활동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가 ?

 CPC-SQAP 6.0 Reviews and Audit에 기

술되어 있음.

 CPC-SVVP에 V&V reporting 요건을 기

술하고 있는가 ?

 없음

 CPC-SVVP에 V&V 활동에 종속될 모든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없음

 CPC-SVVP에 anomaly reports의 생성 및 

전파를 요구하고 있는가 ?

 V&V Summary Report에 의한 전파가 가

능하다고 보임.

 Resource-Methods/Tools

 CPC-SVVP에 각 V&V task 수행을 위한 

방법론, 관련자료 및 스케줄을 규정하 는가 

?

 V&V task수행 및 방법론은 잘 기술되어 

있지만 V&V 스케줄은 알 수 없음.

 CPC-SVVP에 unit, integration, system 

and acceptance test 수행을 위한 방법을 규

정하 는가 ?

 Yes.

 CPC-SVVP에 V&V task에 사용될 도구, 

기술, 방법론을 규정하 는가 ?

 Yes.

 CPC-SVVP에 각 도구, 기술, 방법론의 수

집, 훈련, 지원 및 Qualification을 위하여 요

구되는 자원들을 규정하 는가 ?

 Yes

 Resource-Standards

 CPC-SVVP에 회사가 채택할 수 있는 국

제, 국가 및 산업표준 목록외에 V&V 조직

이 준수해야 하는 회사의 표준, 가이드라인

을 요구하고 있는가 ? 

 2.0 References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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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3  CPC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계획서 평가 의견서(7)

 Question  Review Comments

 기 타

 

 

 

 

 P4, 4.3.2 Staff Training and Qualification 

V&V 요원은 CPC 계통 및 컴퓨터언어(예, 

C, Assembly 등) 등 이미 이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training이라 함은 orientation정도가 

되어야 할 것임.

P5, 5.3 Requirement Phase V&V Tasks 

부분 “CPC가 새로운 기능을 가진 new 

system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기존의 아날

로그 로직 및 기능을 그대로 디지털화 한

다하더라도 신규 기능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문구표현에 대한 수정을 요함.

따라서, APR1400 CPC는 CENP 의 CPC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PSAR에서 반드시 

밝혀 주어야 할 것임.

APR1400 new CPC는 PLC의 function 

block language로 구현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필요함.

라. 안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SCMP) 독립평가

(1)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평가 개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SCM: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란 소

프트웨어 관련 형상항목(CIs: Configuration Items)들의 기능적, 물리적 특

성을 식별하거나,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변경사항을 통제하고, 변경이 적절

히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인 업무 활동을 말한

다. 안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SCMP: SCM Plan) 독립평가를 위해, 

KEPRI에서 발간한 차세대원자로(APR1400) I&C 계통에 대한 SPM 

(Software Program Manual)의 SCMP[2.4-19]를 대상으로 선정하 다. 평

가 대상 SPM/SCMP의 전체적인 목차는 그림 2.4.1와 같이 구성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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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5.1 INTRODUCTION

5.1.1 Purpose
5.1.2 Scope

5.2 MANAGEMENT
5.2.1 Organization
5.2.2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Goals
5.2.3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Responsibilities

5.2.3.1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5.2.3.2 Configuration Item Numbering Method

5.2.3.2.1 Software Change Request (SCR)
5.2.3.2.2 Software Change Authorization (SCA)
5.2.3.2.3 Software Module Release History
5.2.3.2.4 Software Unit Release History

5.2.3.3 Status Accounting
5.2.3.4 Baselines
5.2.3.5 Backups
5.2.3.6 Configuration Control Responsibility

5.2.4 Interface Control
5.2.5.2 Configuration Baselines 

5.3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CTIVITES
5.3.1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5.3.9 Configuration Change Control
5.3.3 Configuration Status Control Log

그림 2.4.1 평가용 KEPRI SPM/SCMP 목차

(2) SCMP 평가방법

  원전 디지털 I&C 계통에 대한 SCMP를 평가하기 위해서 Code & 

Standards는 Regulatory Guide 1.169 [2.4.-20], SRP Section 7.0, BTP-14 

[2.4-21], IEEE Std 828-1990 [2.4.-22] 및 IEEE Std 1042-1987 [2.4-23]을 

사용하 다. 이들 문서간의 상관 관계는 그림 2.4.2과 같다.

BTP-14 (Rev. 4) 
SRP Sec. 7

IEEE Std 828-1990

Reg. Guide 1.169

IEEE Std 1042-1987

supplemented by

Presents an expanded discussion of 
the requirements in IEEE Std 828
A tutorial guide that explains how to 
comply with IEEE Std 828-1990

endorses

For NPP 
I&C 

Systems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BTP-14 (Rev. 4) 
SRP Sec. 7

IEEE Std 828-1990

Reg. Guide 1.169

IEEE Std 1042-1987

supplemented by

Presents an expanded discussion of 
the requirements in IEEE Std 828
A tutorial guide that explains how to 
comply with IEEE Std 828-1990

endorses

For NPP 
I&C 

Systems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그림 2.4.2 원전 I&C 계통에 대한 형상관리 Code & Standards



- 298 -

Management Characteristics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Resource Characteristics

Purpose – purpose, scope, general functions
Organization – boundaries & interfaces
Responsibilities – responsibilities & authority, duties of CCB

Measurement – a set of indicators, criteria

Procedures – SCM strategy

Record Keeping – SCM record keeping requirements

Methods/tools – description of the means to carry out 
each CM task

Standards – a list of international, national, industry         
and company standards and guidelines

• Identifying and naming CIs
• Placing items under configuration control
• Method for keeping data files and tables
• Method for keeping software and its 

associated documentation
• Managing software libraries
• Software confirmation audits and review
• Status accounting
• Tracking problem reports
• Release Procedure
• etc.

Management Characteristics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Resource Characteristics

Purpose – purpose, scope, general functions
Organization – boundaries & interfaces
Responsibilities – responsibilities & authority, duties of CCB

Measurement – a set of indicators, criteria

Procedures – SCM strategy

Record Keeping – SCM record keeping requirements

Methods/tools – description of the means to carry out 
each CM task

Standards – a list of international, national, industry         
and company standards and guidelines

• Identifying and naming CIs
• Placing items under configuration control
• Method for keeping data files and tables
• Method for keeping software and its 

associated documentation
• Managing software libraries
• Software confirmation audits and review
• Status accounting
• Tracking problem reports
• Release Procedure
• etc.

 

그림 2.4.3 SRP BTP-14을 기준으로 한 SCMP 평가항목

  SCMP의 평가방법은 그림 2.4.3와 같이 SRP BTP-14에서 제시하고 있

는 바와 같이 크게 관리(Management), 구현(Implementation) 및 자원

(Resource)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하 다. 그림 2.4.2에 기술된 문서들

을 기반으로 평가요건 및 기준을 도출하 으며 SCMP를 효율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서 SCMP에 대해서 총 30여개의 체크 리스트를 표. 2.4.4와 같이 

도출하 다. SCM의 시행에 대한 평가 체크 리스트는 표 2.4.5과 같다. 도

출된 SCMP 체크 리스트는 SRP BTP-14 평가 분류방법에 따라 i) SCMP 

전체구성 (3 항목), ii) Management (9 항목), iii) Implementation (16 항

목) 및 iv) Resources (2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3) SCMP 독립평가 결과

  독립평가 보고서는 그림 2.4.4과 같이 크게 General Comments, Specific 

Comments 및 체크 리스트 Comments로 분류하여 작성하 다. General 

Comments에는 평가 대상 목차[표 2.4.4]의 적절성 평가 및 내용 보완이 

필요한 세부 목차 제시, 내용의 충실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 으

며, Specific Comments에서는 각 Section별로 문구 수정이나 부정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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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평가를 하 다. Checklist Comments에서는 총 30 항목에 대한 

평가내용을 기술하 다. 

1. General Comments

1.1. It appears that this document is intended to prescribe SCM requirements that must be met 
by specific systems and that a system-specific SCMP will be produced for each. If so, this 
document should discuss this intent in INTRODUCTION section. 

1. General Comments

1.1. It appears that this document is intended to prescribe SCM requirements that must be met 
by specific systems and that a system-specific SCMP will be produced for each. If so, this 
document should discuss this intent in INTRODUCTION section. 

그림 2.4.4 SCMP에 대한 검토안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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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4 SCM 계획에 대한 체크 리스트 항목

1) Is the SCMP organized and presented in such a way that the evaluation team found it 

reasonably easy to understand?

2) Does the SCMP require that documents, code and data be under configuration control?
3) Does the Plan require that data associated with configuration management b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ze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iguration Management effort?

4)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the information required to approve 

a change request?

5)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require periodic reviews and audits of the 

configuration baseline, including physical audits of the baseline? 

6)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identifying and 

naming configuration items?

7)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keeping data 

files and tables synchronized with the software that uses them?

8)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tracking problem 

reports, and making sure that each problem reported has been correctly resolved?

9)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protecting 

configuration records?

10)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placing items 

under configuration control?

11)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managing 

software libraries?

12)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to manage the 

change process?

13)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reporting about 

CM activities?

14)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approving 

change requests?

15)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maintaining a 

change history for each configuration item?

16)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backup and 

disaster recovery?

17)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fully procedures for associating 

source code with the derived object code and executable modules?

18) Does the plan describe the process used to maintain and track purchased items?

19) Are record keeping requirements specified?

20) Are reporting channels defined?

21)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scribe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22)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identify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al interfaces and boundaries?

23) Does the Plan define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ctivities?

24) Does the Plan list the general function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will be expected to perform?

25)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define the responsibilities for carrying out 

each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ctivity?

26)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identify the person who has the authority to 

release any software, data and documents?

27) Does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 identify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override normal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rocedures during exceptional situations?

28) Does the Plan define the duties of the configuration control board(s)?

29) Does the plan describe the methods, techniques and tools required to carry out each 

Configuration Management task? (for evaluation, also look to see if adequate resources were 

applied)

30) Does the Plan include a list of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 industry standards to be used by 

the company, and any company standards and guidelines that will be followed by the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for evaluation, also look to see what the level of 

complianc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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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SCM 시행에 대한 체크 리스트 항목

1) Are the software items and documents for each software life cycle activity (phase) under 

configuration control?
2) What are the names of the members of the Change Control Board?

3) Does the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manage the safety impact of changes?

4) Do procedures exist that ensure that no safety-related requirements or design changes take place 

without formal approval of the Change Control Board?

5) Does a configuration baseline exist for life cycle phase products and analyses?

6) Are all configuration items uniquely identified with an item code (or name) and a version 

number?

7) Is the status of each configuration item recorded? Is the current location and person responsible 

for each requirement configuration object recorded?

8) Are all safety critical requirement configuration items labeled as such?

9) Is the configuration manager well qualified? 

10) Does the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ensure that a configuration item can be released for 

change to only one person at a time? (some systems allow this and provide merge capabilities, 

however, use of such a capability for safety software should be considered very carefully)

11) Does the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ensure that only approved versions of requirements 

configuration items are made available for use in design?

12) Does the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include arrangements for disaster protection and 

protection from subversion and sabotage of the requirements configuration items?

13) Does an anomaly reporting system exist for recording all identified anomalies and problems with 

the software configuration items?

14) Does a means exist to ensure that all reported anomalies are resolved and the resolutions 

documented?

15) Are all anomaly reports, their resolutions, any resulting change requests and their resolutions 

archived for later retrieval, and under CM or QA control?
16) Does a status accounting method exist for determining the status of all anomaly reports and 

change requests?

17) Is there a traceability matrix showing for each design element the requirement(s) from which it 

flows?

18) Do procedures exist to assess the impact of requested design changes on the software 

requirements?

19) Do procedures exist that ensure that no safety-related code changes take place without formal 

approval of the Change Control Board?

20) Does a configuration baseline exist for code elements and code analyses and software tests 

performed?

21) Is there a traceability matrix showing for each code element the design element(s) from which 

it flows?

22) Is the actual software  under code control?

23) Are the software build elements under configuration control?

24) Are all build configuration items uniquely identified with an item code (or name) and a version 

number?

25) Is the status of each build configuration item recorded?

26) Are all safety-critical build configuration items labeled as such?

27) Does the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ensure that only approved versions of build 

configuration items are made available for use in software, computer and application system 

validation and installation?

28) Does a status accounting method exist for determining the status of all anomaly reports and 

change requests?

29) Do procedures exist to assess the impact of requested changes to build configuration items on 

the software requirements, design and code?

30) Are the review, inspection and test elements under configuration control?

31) Does a configuration baseline exist for validating the software?

32) Are all review, inspection and test plans, procedures, cases, data and results used or produced 

during validation under configuration control?

33) Is there a traceability matrix showing bi-directional traceability between requirements and build 

elements?

34) Does the configuration management system ensure that no configuration item can be released 

for change while it is undergoing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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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PR1400 Software Program Manual(SPM)/1/2차 종합검토의견

  1,2차례에 걸친 독립평가 의견교환 및 대안제시 등의 과정을 거쳐 인허

가 기관에 제출하기전의 전체적인 핵심 종합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많은 개념과 현안 내용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음

  ② Assurance 조직의 책임사항 및 역할분담, DOR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음.

   - SQA, SSA, SVV, SCM 조직의 연관성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상에서 V&V taske들에 대한 각 조직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관관계 및 명확한 업무 DOR이 필요함

  ③ 문제점 및 보고사항, Resolution process 등 Reporting Channel이 없

     음.

  ④ 전체 Master Schedule 이 없음.

     - 설계자의 Design Output에 대한 검증자의 Interactive action에 대

       한 명확한 Flow에  대한 언급이 없음.

  ⑤ COTS 소프트웨어 평가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한 SVV 및 SSA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에 대한 언급이 미약함.

  ⑥ 소프트웨어 분류에 대한 재정리가 요구됨.

     - 안전등급에 따른 V&V 기술의 차등적 적용. SIL 1과 SIL 2를 같

       은 등급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유 등을 언급하고 전체

       적으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리 요망.

  ⑦ 본문내용과 부록 부분이 상호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실제 생명주기

     공정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양식 또는 Checklist라는점 등의 설명과 

     생명주기 단계별 상호간 Balancing이 필요함.

  ⑧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과 형상관리 부분의 중첩(supplier control, code

     control 등) 되는 부분에 대한 재정리가 요망됨.

  ⑨ 형상관리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음. 형상관리위원회 구성의 언급도

     누락되어 있음.

  ⑩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부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임. (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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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V&V task에 대한 entry criteria, exit criteria 및 pass/fail 등

     acceptance criteria의 기준 및 reverification에 대한 언급이 없음

  이들의 종합 검토의견은 언허가 기관의 최종검토의견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었으며 KERPI측은 이들을 반 하여 차세대 SPM의 DC를 획

득할 수 있었다.  

2. 안전 소프트웨어 독립검토 절차서 개발

가.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계획 평가 절차서 개발

(1) 안전성분석 계획 평가 절차 개발개요

  한전이 개발한 설계문서인 차세대 보호계통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계

획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차세대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계획 평가 

지침서를 미국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LLNL)와 공동

으로 개발하 다. 주로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계획서 내용을 관리적인 측

면, 구현측면 및 자원측면에서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인 절차를 개발하 다. 즉 차세대 보호계통 소프트웨어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상위법과 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요건(What)의 만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어떻게(How) 작성되고 평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을 개발하

다. LLNL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침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KAERI가 개발한 차세대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계획 평가 절차서 

(KAERI/TR-1573/2000)를 사용하여 한전이 개발한 설계문서인 차세대 보

호계통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계획서를 검토한 뒤 의견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대안으로 APR1400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계획서를 개발하

여 제공하 다. [표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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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Software Safety Guideline for Developing Safety-Critical  Software in  Digital  I&C System 

of  NPP

Table of  Contents
1. Overview

1.1. Purpose
1.2. Scope
1.3. Application
1.4. Modeling Safety
1.4.1. Security Model
1.4.2. Basic Safe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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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ftware Safety Analysis

3.1.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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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anagement of Software Safety Activities
3.2.1. Safety Analysis Schedule
3.2.2. Software Safety Analysis Reporting Requirements
3.2.3. Planned Reviews of Software Safety Analysis Activities
3.2.4. Procedures for Resolving Identified Safety Problems
3.2.5. Procedures for Deviations from Planned Analyses

3.2.6. Relationship of the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to Other Assurance Organizations (V&V, SQA, SCM)
3.3. Software Safety Activities
3.3.1. Tasks and Methods
3.3.2. Software Safety Documentation & Records

3.3.3. Safety Requirements or Responsibilities Imposed on SQA, SVV, SCM
3.3.4. Tools in Support of Software Safety Activities

3.3.5. Safety Analyses for Pre-Developed Software(PDS) 

표 2.4.6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성분석 계획 대안 목차 

(2)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평가절차서 

(가) 절차서 요약  

  원전 계측제어계통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원자력산업의 특수성인 안

전성 확보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안전성 심사 및 개발기준이 되는 국제표

준 정립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

기전자공학회(IEEE) 등에서 표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원

자력연구소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통모드고장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련의 필수안전 소프트웨어 평가 방법론들을 개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국제표준의 요건들을 만족하고 소프트웨어 공통모

드고장의 대책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평가 지침서를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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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프트웨어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 법규와 표준들의 발전동향을 분석

하고,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안전성 모델을 설정하 으며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의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안전성 분석과 

지침의 평가 방법을 개발하 다. 이 보고서는 차세대 원전 안전 소프트웨

어 안전계획서를 평가 할 때 상위법과 표준들에서의 요구사항들의 만족여

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절차서이다. 이 절차서 2장에서는 원전 

소프트웨어 안전성 관련 인허가 요건을 종합 정리하 다. 특히 새로 개정

된 미국 표준 검토 계획(Standard Review Plan)에서의 허가 기준과 IEEE 

1228-1994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표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상세히 정

리하 다, 3장에서 원전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평가항목을 기술하 으며, 4장에서는 차세대 원전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을 이러한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실제로 평가한 결과를 요약하

다.[KAERI/TR-1573/2000]

(나) SRP/BTP-14: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요건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은 피인허가자에 의해 수행될 안전성 분석 구현 

업무를 기술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구현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이 계

획에 있는 업무의 완수여부가 결정한다. 각 생명주기 활동그룹에 대해 안

전성 분석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문서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그 문

서는 계통 안전성 요구사양이 각 활동 그룹에 적절히 반 되었고, 새로운 

위험요소가 추가되지 않았으며, 안전에 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요

구사양/설계/코드가 파악되었고, 모든 다른 소프트웨어 요구사양/설계/코

드가 갑자기 안전에 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소프트웨

어 안전성 계획은 아래에 나열한 관리, 구현 및 자원 특성들을 가짐을 보

여야 한다. 요구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이 보다 

일반적인 사업 안전성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은 

관련된 소프트웨어 응용의 설계 기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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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특성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의 관리특성으로 목적, 조직, 책임, 및 위험

특성을 포함해야 한다. 

목적: 소프트웨어 안전성 행위의 범위와 목표를 요구한다. 이 계획은 소프

트웨어 안전성 노력의 일반적 기술을 포함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과 일반 시스템 안전성 조직과의 의도된 상호관계를 기술해야 한다. 

조직: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의 묘사를 요구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과 다른 회사 조직과의 경계와 상호관계를 기술해야 한다. 어

떻게 소프트웨어 안전성 행위가 시스템 안전성 행위와 통합되는지, 어떻게 

개발 행위와 조정되는지를 보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과 소프트

웨어 확인 및 검증 조직과의 관계를 보여야 한다. 이 계획은 현재 생산중

인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품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질 유일한 안전성 담

당관 지정해야 한다.  

책임: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의 책임과 권한이 정의되어야 한다. 이 계획

은 각각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업무를 책임질 사람이나 그룹을 명시해야 

한다. 지정된 안전성 담당관은 소프트웨어의 요구명세, 설계, 및 구현과정

에 안전성 요건을 강요할 분명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안전성 담당관은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안전에 적절치 못하거나 소프트웨어 도구가 이를 사

용해 개발된 최종 소프트웨어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없을 때는 이들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 계획은 안

전성 직원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들간의 인터페이스의 안전에 미치는 

향을 항상 깨닫고 있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위험관리: 소프트웨어 고장으로 인한 안전성 위험을 수용 가능한 정도로 

감소시키는데 사용될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가 제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해도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소된다는 것을 보

장할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이 계획은 안전성 분석의, 각 주요 설계 문서

(요구사양, 설계 문서, 원시코드)에 대한 수행 및 문서화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비정상 사건, 상태 및 악성 변경을 포함한 위해도가 분석, 문서화되

어야 한다. 위해도 감소 노력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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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특성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이 가져야 하는 구현특성은 측정과 절차 

특성이다.

측정: 소프트웨어 안전성 노력의 성패를 가름할 척도가 요구된다. 이 계획

은 소프트웨어 안전성 자료가 소프트웨어 안전성 노력의 효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되어야 한다. 

절차: 소프트웨어 안전성 전략 기술이 요구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개

발조직 내에서 소프트웨어 안전성 행위의 관리를 묘사해야 하고 안전성 문

제를 해소할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계획은 안전성 프로그램 실행 중 발

생한 문제들이 사업책임자에게 알려질 것을 요구한다. 파악된 불수용 위험

의 해소를 보장할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각 안전성 업무를 실행할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로 인한 위해도를 파악하고, 이의 해소가 

소프트웨어 제어 하에 있을 위해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적절한 안전성 요건이 소프트웨어 요구명세에 포함되도록 요

구해야 한다. 요구분석에서부터 운전 및 유지보수까지의 생명주기 집단에 

대해 수행될 안전관련 행위를 정의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의 

정당하고 안전한 작동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문서화를 파악해야 한다. 절

차서는 시스템 운전 중 소프트웨어의 안전 기능 성능을 감시를 요구해야 

한다.   이 계획은 소프트웨어 운전성에 향을 미치거나 소프트웨어가 위

해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가질 때마다, 발전소 안전성 분석, 시스템 안전성 

분석과 보호 위험평가 등에서 파악된 위해도가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으

로 추적 가능하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원특성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이 가져야 하는 자원특성은 방법/도구와 표

준에 관한 것이다.

방법/도구: 소프트웨어 안전성 행위를 위해 사용될 방법, 도구가 기술되어

야 한다. 이 계획은 도구 선정 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사업 도구들에 의해 

갑작스러운 위험 초래를 방지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표준: 소프트웨어 안전성 조직이 따라야 할 국제, 국내, 산업, 회사 표준 

및 지침서 목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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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세대 원전 소프트웨어 안전성 계획 평가 결과

  표 2.4.7는  IEEE Std-1228을 근간으로 한 안전성 계획 평가 내용이며 

표 2.4.8는 BTP-14을 근간으로 한 안전성 계획 평가 내용이다.

표 2.4.7 Review Based on IEEE Std-1228

IEEE 1228 Section Review result
General structure The structure of the Report follows that of IEEE Std 1228. The table of

contents in the Report is nearly the same as that given in Section 4 of the
standard

1 Purpose. Section 1.1-1.2 of the Report addresses these issues.
The standard requires: Purpose & scope – acceptable. SSP is limited to Protection system,

ESFAS, safe shutdown.
        Definition of purpose and scope of plan Goal – acceptable. “Reasonably low probability that such a safety defect

exists…”
        Safety goals Acceptable risks – Not discussed.
        Acceptable risks Objectives – acceptable. “…activities … considered necessary to make

this assurance.”
        Safety objectives Factors – not discussed.
        Factors used to determine acceptable risks
        Factors used to define safety objectives

2 Definitions. This is covered in Sections 1.3 and 2.0-2.12 of the Report.
        List Acronyms and abbreviations Acronyms – none listed. There are acronyms used in the Report which

could be listed here for reference. For example, CEO, SCMP, SQAP,
SDD, etc

        Documents Documents – listed in Section 2.1, 2.2, 2.5
        Standards Standards – listed in Section 2.3, 2.4, 2.6-2.12. Note that 1228 is listed

twice (2.4, 2.10) and that the current versions of 1012 is 1998.
3.1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This is covered in Section 3.1 of the Report.

        Describe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Organization – a reference is given to another document (SPM, section 2).
This is acceptable. However, the SPM does not “depict the software safety
activities within the overall organization” nor does it “describe organizational
and functional relationships pertaining to software safety issues.” This does
not conform to the Standard.

        Functional relationships Authority – states that the CEO manager has responsibility. Thus, one
person is responsible. This conforms, but is not acceptable because of the
resulting lack of independence.

        Lines of communication Autonomy – states that CEO manager has responsibility for software
safety, which violates the independence principle (autonomy). This is
nonconforming.

        Authority Responsibilities – IEEE 1228 lists eight responsibilities. The Report includes
two of these (resources, records), plus one (meeting plans) not directly on
the list. The remaining items should be discussed, either in the Report or in
the SPM.

        Autonomy Communication – since the CEO is responsible for safety, this may be
automatically covered.

        Lists management responsibilities My general impression is that safety organization is subsumed within the
development organization, so specific topics relating to safety organization
are not adequately addressed. The result is that this section of the Report
does not conform to IEEE 1228. This shortcoming should be addressed.

        Communication of safety concerns between
project and safety personnel

3.2 Resources. Describe
        Resource requirements
        Allocation of resources

        Monitoring resource usages
3.3 Staff qualifications and training. Describe

        Qualifications

This is covered in Section 3.2 of the Report. CEO management is
responsible for resource requirements and allocation. CEO “maintains an
up-to-date resource plan” and assures that resources available when
needed; this should satisfy the monitoring requirement. This section is in
Section 3.3 states that CEO manager has responsibility for staff
qualifications and training. A list of considerations for staff qualific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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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oftware life cycle. Describe
        The life cycl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life cycle and safety tasks
3.5 Documentation requirements. Describe This is discussed in Section 3.5 of the Report. This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listed, not their relationship to safety (as is
required in 1228). The main discussion of documentation is in the SPM. This is
appropriate, but the discussion in this Report should focus on relating those
discussions to safety, as described in 1228.

        Documents needed For example, Section 3.5.1 of the Report states that a project plan will be
developed. The IEEE standard requires documentation on how the Software
Safety Program will be implemented, etc. These are not identical.

        Change process This section of the Report is phrased more appropriately for a general project
plan, not a safety plan. It is not in conformance, and should be reconsidered.

        Approval process I recommend that the full discussion of documentation, including software
safety aspects, be placed in the SPM, with this section of the Report
referencing the SPM.

        Specific document requirements for
safety

3.6 Records. Describe
        Safety program records

        Persons responsible for records
        Record maintenance
        Tracking system

3.7 Configuration management. Describe
        CM of safety softwar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safety

personnel
        Relationship of CCB to other safety

boards
3.8 Quality assurance. Describe

        SQA role
        Review of technical

recommendations resulting from software
safety tasks

        Monitor conduct of software safety
program

3.9 V&V. Describe There is a sentence in Section 3.8 that appears to relate to this – it appears
that there is an editorial fault here. The sentence merely references the SPM,
and states that the activities described there conform to IEEE 1228. V&V
activities are described in several sections of the SPM: 3.2.2.5, 3.2.2.6, 3.3.7,
3.4.2.2, 3.5 and in scattered other places.

        Means to ensure all system safety
requirements have been satisfied

IEEE 1228 requires that V&V activities ensure that “all system safety
requirements have been satisfied,” and “no additional hazards have been
introduced.” The SPM does not address these topics. Consequently, the
Report does not conform.

        Means to ensure that no additional
hazards have been introduced

3.10 Tools support. Describe
       Tool selection, approval and acquisition

criteria
        Tool control (CM)

Section 3.9 discusses tools, mostly by reference to another document which I
do not have. There is a list of three items to be used in tool evaluation. The
section could not be evaluated.

The life cycle and its relationship to safety is given in Section 3.4 by reference
to the SPM, Section 1.4.2. The life cycle is satisfactory. However, the SPM
does not “specify the relationship among specific software safety tasks and
the activities embodied in the organization’s chosen software life cycle,” so

Section 3.6 of the Report discusses safety program records. Much of this
quotes the standard. The Report does not describe how records will be
maintained, the persons responsible for records management, or a tracking
system. The section is not in conformance.

Section 3.7 merely references the SPM. CM is discussed in the latter
document in several places: documentation in Section 3.3.9, reviews in 3.5.2.9,
problem reporting in 3.6, code control in 3.8 and media control in 3.9. Section
3.3.9 states that “each group within the CEO shall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its own SCMP” and gives references and a list of topics that must
be covered. These individual plans are not available, so no conclusions could
Section 3.8 references the SPM, which discusses SQA in section 3. There is a
separate KNGR SQAP which is not referenced. I have previously commented
on these items, and have no further comments to mak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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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PDS and COTS. Describe
        Approval process

3.12 Subcontract management.
Describe

        Control of subcontractors
        Various methods
        Process for hazards

management
3.13. Process certification. Describe

        Method of certification
        Persons responsible

4.1 Safety analysis preparation.
Describe

        PHA
        High level system design
        Interfaces

4.2 Requirements analysis. Describe Section4.2of the Report discusses this. Analysis types are limited toverification.
Use of the results is not discussed. Reviews appear limited toV&V team; there
is no indication as to whether safety personnel are involved.

        Types of analysis This section should cover the major analysis procedures for software
requirements. The sectiondoes not address the topics inthe Standard, sois not in
conformance.

        Use of results
        Review and inspection process

4.3 Design analysis. Describe
        Types of analysis
        Use of results
        Review and inspection process

4.4 Code analysis. Describe
        Types of analysis
        Use of results
        Review and inspection process

4.5 Test analysis. Describe The Report references the SPM, which describes testing in many scattered
places. The topics listed as types of analysis are not directly discussed in the
SPM, thoughsome of themcanbe inferredinSection3.2.2.5. Risk assessment is
not discussed in the SPM.

        Type of analysis, including four
specific analyses

The Report states that “hazard avoidance testing specified during the requirement
phase is performed…” but I was unable to find any description of this in the
SPM. There are two isolated paragraphs in the Report (following Section 4.6)
that may be intended to address hazard avoidance testing, but this is not clear.

        Review and inspection
requirements

The section is not in conformance.

Similar comment.

Section4.4 of the Report states V&Vrequirements tosome extent, but does not
discuss the topics raised in IEEE 1228. It is not in conformance.

Section 3.10 references two other documents (the SPMand one other that I do
not have). The PDS approval process may be described in the latter. This section
Section 3.10 references another document which I do not have, so could not be
evaluated. I do note that the SPM (which is not referenced) has a section on
supplier control (section 3.10).

Section3.11states that the Computer Code Certificate is used“to document that
the delivered software …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SPM].” The Certificate
itself is not described, nor does the Report “identify the person or persons
Section 4.1 describes some of the PHA needs, but does not address the other
two topics. The discussion is satisfactory as far as it goes, but the additional
portions should be added. The section is not in con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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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raining. Describe
        Training requirements
        Traceability between system

training requirements and safety
training documents

5.2 Deployment. Describe Installation is discussed, and a reference to the SPM is given. The
latter discussed installation in Section 3.2.2.6. The two descriptions,
taken together, are satisfactory.

        Installation Some transition goals are given in Section 5.2.2 of the Report, but
no procedures are included. Given that KNGR is a new reactor, not
a modification of an existing reactor, I judge that the topic is of
lesser importance, and can be covered by the discussion of
installation.

        Operations support Operations support is in Section 5.2.3 of the Report, which
references the SPM. The latter discussed maintenance in Section
3.2.2.7, but not plant operation. User documentation is described in
Section 3.3.8.

        Startup I believe the Report, and the referenced sections of the SPM, are
sufficient to satisfy IEEE 1228, so this section is in conformance.

        Transition
5.3 Monitoring. Describe

        Procedures to monitor
operations.

        Procedures for reporting safety
concerns

        Procedures for verifying
software integrity

        Criteria for recall
5.4 Maintenance. Describe This section of the report references the SCMP in the SPM. The

latter does not include a SCMP as such, but its contents could be
inferred from various places; see the discussion about Section 3.7,
above. The SPM describes change control in Section 3.6, bu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pre-installation and post-installation
changes. The procedure, however, appears adequate to cover both
cases.

        Differences between the
changes after installation and
changes prior to installation

Regression testing is discussed in the Report.

I judge the Report to be in conformance.
5.5 Retirement. Describe

        Activities for retiring the
software

6 Plan approval. Describe
        Formal review and inspection

requirements
        List of individual that must

approve the SSP

The Report states that the CEO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raining, but specific requirements for training are not included.
Traceability is not included. The section is not in conformance.

The Report references the SPM section on Operations and
Maintenance Plan. I was unable to find a description of such a plan
in the SPM. This section is not in conformance.

The Report references the Operations and Maintenance Plan in the
SPM, which I was not able to find. Given the nature of this
application, this is not a serious oversight for the purposes of
The Report states that the CEO manager must approve the plan,
and that it should be reviewed against the requirements of IEEE
1228 and the NRC SRP. This section is in con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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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8 Reviw Based on BTP-14

Question Y/N Comment

Does the Plan define the intended
interactions between the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and the general
system safety organization?

No The SSP assigns responsibility for software safety to the CEO
(SSP 3.1). The SPM does not discuss system safety.

Does the Plan describe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software safety activities?

Yes See SSP Sections 1.1 and 1.2. Software safety objectives are
given (“there is a reasonably low probability that … a defect exists
in KNGR systems”), but “reasonably low” and acceptable risk
concepts are not discussed in either document. These may occur
in the SAP.

Does the Plan provide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software safety
effort?

Yes The SSP Report is a general description

Is the Plan integrated with the overall
system safety plan?

Unk Since the overall system safety plan is not available, this question
could not be answered.

Does the Plan give a chart showing the
developer'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omponents?

No Such a chart may exist elsewhere. I have seen a high-level chart
relating major development organizations, but it is not known if this
chart is official. I have not seen lower level charts.

Does the Plan show the organization
directly responsible for each software
safety task?

No The SSP merely assigns responsibility to the CEO manager. That
individual cannot perform all the detailed work necessary for
software safety, so some delegation is necessary. This implies
some sort of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That organization is not
discussed.

Does the Plan show the boundaries and
interfaces between the safety
organization and other company
organizations?

No The chart mentioned above shows software safety organization
existing parallel to SVV and SQA, all three reporting through QA
to KNGR, while the CEO is on a separate reporting line.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mments in SSP Section 3.1 that the CEO
is “…also responsible for the safety critical software…”

Does the Plan show how software
safety activities are coordinated with
the development activities?

No

I have a general impression from the two documents that V&V
team is expected to handle reviews and testing without further
involvement of software safety personnel. However, this
impression is generated by a lack of information in the documents,
and it is not known whether this impression is correct or not.
This confusion needs to be corrected.

Does the Plan designate a single safety
officer that has clear responsibility for
the safety qualities of the software
being constructed?

No It appears from SSP Section 3.1 that the CEO has this
responsibility, but the chart mentioned previously shows a different
chain of command. It is not satisfactory for the CEO manager to
also have software safety responsibilities.

Are the software safety analysis
activities integrated into the system
development process?

Unk There is no discussion of these topics in either document.

Are the responsibilities for the software
safety program described?

Some There is a short discussion is SSP Section 3.1, but it is not
adequate as compared to the list in IEEE 1228.

Management – Responsibilities

Management – Purpose

Management - Organization

Does the Plan show how software
safety activities are coordinated with
the software V&V activities?

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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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the Plan require that software
safety data b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ze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software safety
effort?

No However, it is not completely clear what data would be considered
adequate. This is a topic that deserves some research. Or, possibly
I simply know too little about the subject. In any case, the SSP and
SPM do not discuss process measurements.

Does the Plan require that hazards be
traceable to the software safety analysis
whenever these hazards can affect
software operability or whenever
software has a role in controlling the
hazard?

Yes This is covered in Section 4.1.

Does the Plan specify the software-
safety related activities that will be
carried out as part of the software
requirements phase of development?

Yes The SPM discusses requirements activities in Section 3.2.2.2. This
applies to all software (see Section 1.2.1). Review requirements
for different SIL levels are shown in the table.

Does the Plan specify the software-
safety related activities that will be
carried out as part of the software
design phase of development?

Yes Same, though the section is 3.2.2.3.

Does the Plan define software-safety
related activities for analyzing the
system design?

Yes As above.

Does the Plan specify the software-
safety related activities that will be
carried out as part of the software
implementation phase of development?

Yes Same, though the section is 3.2.2.4.

Does the Plan specify the software-
safety related activities that will be
carried out as part of the software
validation phase of development?

Yes Same, though the section is 3.2.2.5.

Does the Plan specify the software-
safety related activities that will be
carried out as part of the software
installation phase of development?

Yes Same, though the section is 3.2.2.6

Does the Plan specify the software-
safety related activities that will be
carried out as part of the software
maintenance phase of development?

No Operations and maintenance is in Section 3.2.2.7, and no distinction
is made among SIL levels (see the last sentence).

Does the Plan provide procedures for
resolving safety issues?

No

Does the Plan provide a method by
which problems encountered in
implementing the safety program ar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Program
Manager?

Yes Since the CEO manager is also responsible for software safety
(Section 3.1), the question is answered in the affirmative by
default.

Does the Plan give a procedure for
assuring completion of action regarding
identified unacceptable risks?

No Neither document discusses safety risks in any detail.

Implementation – Measurement

Implementation –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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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1) 안전 소프트웨어 QA 계획(SQAP) 검토 대안 작성 

  APR1400 SPM에 대한 검토 의견서의 내용을 설계자가 직접 반 할 수 

있도록 총 7가지 대안을 제시하 고. 그중 주요 내용 몇 가지 내용만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안으로서,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assure 

조직간에 업무의 역할 및 정의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표 2.4.9]

 ◦ Software Quality Assurance (SQA)  and  V&V

 ◦ Software Safety Analysis (SSA) and V&V 

 ◦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SCM) and V&V

 ◦ COTS Software Acceptance and V&V

표 2.4.9 Work of scope between SQA, SSA, SVV and SCM.

         SWLC 

V&V task

 Analysis

  (SRS) 

  Design

  (SDD)

Implemen

-tation

 Testing
(test plan, test 

    doc etc)

Mainten-

ance

(Manual)

  DOR

 o review     R     R     R   SQA

 o supported review     r     r     r   SVV

 o audit           

   - Functional audit     FA    FA    FA   SCM

   - Physical audit    PA    PA   SCM

   - In process audit     IA     IA     IA    IA    IA   SQA 

 o supported audit     a     a     a   SVV 

 o testing     V     V     V     V     V   SVV

 o evaluation     V     V     V     V     V   SVV

 o tracing     V     V     V     V     V   SVV

 o SW safety analysis                     

   - use of trace info.     S     S     S     S     S   SSA

 o COTS evaluation  Evaluation of a COTS product is only done once (C)   SSA

 o support of COTS     

   SW evaluation

    c     c     c     c     c   SVV

Legend - R : Major review,  r : Minor review(support review), a : Minor 

audit(support audit),

V : Verification and Validation, C : Major COTS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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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N G R

S T D T S Q A S V V S S A

S C M

C E O
S Q A

N Q A

c : Minor COTS evaluation(support evaluation),  S : Software Safety Analysis

FA :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PA :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IA  : In-process Audit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을 위하여 정해진 업무 역할 및 정의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 다. [그림 2.4.5]

(주) System Team (ST)
Design Team
         DT  : Software Design Team
         SQA : Software Quality Assurance Team
         SVV : Software Verification Team as the Verification Team (VT)
         SSA : Software Safety Analysis Team

         SCM :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Team

그림 2.4.5 APR1400 Projects Organization for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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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음과 같은 주제로 각 세션에 대하여 보완해야할 기술사항이나 

내용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APR1400 SPM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다.

  o Design Standards

  o Commentary standards

  o Operation and Maintenance Standards

  o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o Code Control

  o Approved Software

  o Self developed software

다. 소프트웨어 검증 

(1) SPM/SVVP

  안전 소프트웨어 검증 계획(Software Quality Assurance Plan : SQAP) 

평가 절차서는 기술보고서(KAERI/TR-1870/2001) 형태로 발간하 고 

Software Program Manual (SPM)/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SVVP)을 독립평가 하 는데 주요 내용들은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

과 같다. 

  차세대 Software Program Manual (SPM), 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SVVP)과 관련하여 SRP 7/BTP-14를 근간으로 Topical 

Issues들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검증

과 관련한 인허가 주요문서의 독립검토 대안 및 관련 요소기술들은 크게 

4가지(Development Methodology on Software Classification, Degree of 

V&V, V&V Criteria According to Software Life Cycle, Regulation 

issues between Vendor and Regulatory Body)로 분류한 다음, 이들의 중

요 내용들을 break down하 는데 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분류 등급에 따른 개발 방법론

    -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른 V&V 승인기준

    - IV&V 독립성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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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자 및 사업자 관점에서 본 인허가 쟁점사항

    - V&V 적용가능 기술 등

(2) 소프트웨어 검증 관련 대안제시 설계결과물명 및 설계내용

  다음은 소프트웨어 검증 내용들을 설계를 지원하는 과제 결과물로써 

KEPRI측에 반 토록 요구한 내용들이다..

   

      (가) 소프트웨어 분류에 따른 개발 방법론

  CENP SPM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분류는 Safety-critical(Protection), 

Important to safety, Important to availability, General로 분류 하 다. 

SPM Common Q 에서는 Safety-critical(Protection), Important to Safety, 

General로 분류하 으나 Safety category 측면에서 볼 때 거의 같은 범주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분류에 따른 개발 방법론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Safety-critical(Protection) : 정형기법(formail method) 방법론을 적

용한다. 예를들면, 카나다의 Software Cost Reduced(SCR), Statechart-based 

Formailism, Formal language(LOTUS)를 이용한 정형명세,  Z기법 등을 이

용한다.

       - Important to safety : 정보공학 방법론에 따른 구조적 분석 및 

설계기법 또는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 방법 등 semi-formail 방법론을 적

용한다.

       - General : Flowchart based coding, Algorithm based coding 등 

Coding & Fixing 등의 비교적 informal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나) 소프트웨어 분류에 따른 개발 방법론.

  소프트웨어 분류 및 개발방법론에 따른 V&V 엄격성의 선택적 적용 소

프트웨어 분류 등급에 따른 V&V 적용정도를 제시하 다. 예를 들면 소프

트웨어 생명주기중 요구사양 분석 단계의 경우 요구사양 추적성 분석. 요

구사양명세 평가, 요구사양 인터페이스 분석 등과 함께 요구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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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able 모델의 실행, 시뮬레이션, 수학적 검증, Checklist에 의한 점검 

등의 V&V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중 Safety-critical(Protection) 분

류와 Important to safety 분류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기술을 도출할 

것을 제시하 다.

(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른 V&V 승인 기준

  Software Program Manual (SPM)/Software Verification and        

Validation Plan (SVVP) 관련 문서들을 보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각 단

계별 Methods and Criteria에 V&V task들을 중심으로 schedule, 

resources, risks and assumptions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Criteria에 대한 언급은 없다. USNRC Cha. 7의 BTP-14에 의하면 논리적

인 관점에서 상위개념의 V&V 승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V&V Criteria가 중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량적

으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코맨트를 하 으며 설계가 구체

화될 경우 정량적 V&V 승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소프트웨어 분류 등급에 따른 독립성 모델

  V&V 독립성은 Technical parameter, Managerial parameter, Financial 

parameter 등을 고려하여 Classical Model, Modified Model, Embedded 

Model 등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위의 분류대로 하면 적용하기에 따라 가

장 많은 엄격성이 요구되는 Classical Model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V&V 

업무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감안할 때, Modified model의 변형된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한수원측의 입장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같은 회사의 조직내

에서 I&C manager level 밑(DT:개발팀, VT:검증팀)에서만 독립성을 유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당할 지 모르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입장에

서 볼 때는 최소한 조직(Management parameter)만이라도 제3의 기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 고 규제요건에서는 각 나라의 문화

적 배경과 특성에 맞게 독립성 정도를 유지하고 운용하도록 권고하기 있

기 때문에 인허가 기관 및 KEPRI측과 협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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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프트웨어 분류 등급에 따른 독립성 모델

  Static analysis는 Reviews, Inspections, Audits, Data flows analysis 등

을 들 수 있다. Static analysis은 전형적으로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Software Design, Source Code, Test documentation, Test 

cases 등에 적용할 수 있다.

  Dynamic analysis는 입력 데이터 집합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개발 과

정상의 일련의 오류를 찾게 된다. 이들 기술에는 출력변수, 범위 값 등을 

알아야만 한다. 테스팅, 프로토타이핑 기술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Formal analysis은 엄격한 수학적 검증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바) V&V 기술의 선택 전략 제시

  요구사양분석 단계에서는 control flow analysis, data flow analysis, 

algorithm analysis, simulation 기술 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real time 및 

data driven 시스템의 경우 control flow analysis 및 data flow analysis 

기술의 선택이 적합하다.  control flow analysis 및 data flow analysis의 

경우 그래픽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보다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알고리

즘 분석의 경우 방정식의 유도(derivation) 및 수치해석적인 평가 기법을 

포함한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하드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싱 소프트웨어 등 

크고 복잡한 시스템의 interaction 평가 등에 사용될 수 있다.  

  Static analysis는 Reviews, Inspections, Audits, Data flows analysis 등

을 들 수 있다. Static analysis은 전형적으로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Software Design, Source Code, Test documentation, Test 

cases 등에 적용할 수 있다. Dynamic analysis는 입력 데이터 집합의 반

응을 분석함으로써 개발 과정상의 일련의 오류를 찾게 된다. 이들 기술에

는 출력변수, 범위 값 등을 알아야만 한다. 테스팅, 프로토타이핑 기술 등

이 이 범주에 속한다. Formal analysis은 엄격한 수학적 검증 등이 이 범

주에 속한다.

  설계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V&V 기술 역시도 알고리즘 분석을 비롯

하여 데이터베이스 분석, sizing and timing 분석, simulation 등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의 알고리즘 분석은 단정수(single precision)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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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double precision), 실수의 반올림 또는 chopping 등의 수치해석적

인 정확성(correctness) 등을 점검하는데 이들의 기술을 선택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분석은 data parameter 들에 대하여 프로그램 로직을 분석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데이터 값들을 이용하여 로직을 

분석하고 매개변수들의 파급 효과를 결정지을 수 있다.  Sizing 및 

Timing analysis은 실시간(real time)에 유용한 기술로써 실시간 응답시간 

요건 racing condition 문제 분석, 제한된 메모리 내에서의 실행 공간요건

(execution space requirements)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코딩단계에서 사

용할 수 있는 기술은 control flow analysis, database analysis, timing 

and sizing analysis 기술 외에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할 수 

있다. 소스코드가 큰 경우 control flow analysis을 통하여 프로그램 

control의 흐름을 파악하고 main routine 및 sub-function 등의 계층구조

(hierarchy)를 이해할 수 있다.

  코딩단계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분석은 call routine과 calling routine 사

이의 common data 및 variable region, data table의 overwritten, 

overflowing 등 중요 데이터들의 건전성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Sizing 

및 Timing 분석은 incremental code 개발 및 예측되는 값들에 대한 비교 

등에 사용된다.  소스코딩 단계에 있어서 또 다른 V&V 기술중의 하나는 

Code review인데 여러명의 프로그래머가 walkthrough 라는 회의방식을 

통하여 line-by-line basis로 프로그램 상의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테스팅 단계의 경우 unit test, software integration, software system test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static testing 및 dynamic testing 기술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테스팅은 좋은 test case data를 만들어 test coverage 

set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이때 anomalies 및 stress condition

이 강조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경우 숨겨진 오류를 찾아내고 

weakness point와 오류에 대한 probing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Black 

box 테스트의 경우 internal errors에도 불구하고 어떤 test case에 대하여 

올바른 결과를 유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White-box 또는 structural test인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오류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통합단계에서 Function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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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구사양 명세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를 validation testing이라 한다.  

테스팅은 V&V의 핵심이며 프로그램 복잡도에 따라 수치해석에 의하면 

NP Complete 문제로써 Test Plan, Test Procedure, Test case data 등의 

주의 깊은 Testing planning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주요 기술들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ㅇ Algorithm analysis

  ㅇ Analytic modeling

  ㅇ Back-toback testing

  ㅇ Boundary value analysis

  ㅇ Code reading

  ㅇ Control flow analysis

  ㅇ Coverage analysis

  ㅇ Critical timing/flow analysis

  ㅇ Database analysis

  ㅇ Data flow analysis

  ㅇ Decision(truth) tables

  ㅇ Desk checking

  디지털화 시대에 소프트웨어 검증 기술은 반드시 확보해야할 기술로서 

향후 구체적인 설계단계에서도 KERPI측과 전략과 계획을 치 하게 수립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1) 개요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SCM: Software Configuration Control)는 형상관

리 항목들(CIs: Configuration Items)을 식별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

사항 통제, 변경 상태에 대한 기록 및 보고, 출시(release)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전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적인 업무다. 기존의 하드웨어에 

대한 형상관리는 문서 변경에 따른 운  업무에 대해서만 주안점을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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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 (예를 들면, 원시코드와 

실행 코드)의 개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2.4.-22][2.4-3]

  SCM 업무는 크게 계획(plan)과 시행(implementation)의 두 단계로 나뉜

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 업무 활동들

을 어떻게 수행할 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 계획에 맞추어 업

무 활동을 시행함으로서 달성 할 수 있다. 

  SCM 계획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및 품질보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SCM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소프트

웨어 개발 공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 상의 업무이고 반복된 업무가 많

아 특정 절차를 따르거나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SCM 계획(SCMP: SCM Plan) 문서에서는 의무사항 관점에서 본 SCM 

요구사항, 형상 기준점(baseline points), 식별(identification) 방법, 상태 데

이터(status data), 요구되는 문서, 변경 통제 절차, 감사(auditing) 절차, 

그리고 타 과제 조직과의 연계사항(interface) 등에 대해서 기술해야 한다.  

  SCM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 프로그램 에러를 감소시킴으로서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형상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변경

작업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중 전체적인 개발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그림 2.4.6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까지 필요한 각종 문서 및 

코드에 대한 형상관리를 통해 개발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불일치와 마찰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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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

(2) 형상관리 항목

  SCM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상관리 항목들을 관리해야 한다.

• 운  계획(management plans)

• 소프트웨어 시방서(요구사항, 설계사항)

• 사용자 문서

• 테스트 설계, 케이스 및 절차 시방서

• 테스트 데이터 및 테스트 생성 절차

• 지원 소프트웨어

• 데이터 사전 및 각종비교 참조 표(cross reference)

• 소스 코드 (on machine-readable media)

• 실행 코드 (the run-time system)

•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 데이터베이스:

- 처리 데이터

- 프로그램 일부분으로 차지하는 데이터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문서(리스트, 상세 설계 기술 등)

  최종 소프트웨어의 모듈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발 시 사용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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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소프트웨어들도 형상관리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SCM 시행 기본 

원칙은 표. 2.4.10과 같다.

표 2.4.10 SCM 시행 원칙

 1. SCM은 과제 시작 시점부터 시행되는 것이 최상이다.

 2. SCM은 전체적인 과제 운  원칙들이 반 될 수 있어야 한다.

 3. SCM 스탭은 자격 요건을 갖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 중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SCM은 소프트웨어 조직 상에서 독립적인 별도의 작업 그룹이어야 한다.

　5. 특정한 형상관리 식별 스킴(scheme)이 각 주요 시스템 및 부분품, 그리고 변경 사항에 

적용되어야 한다.

　6. 과제의 주요 이정표(milestones)는 형상 기준선상의 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7. 각 과제 일정 상에서 하부 이벤트는 각 시스템 및 유지되는 상태 보고 사항에 대해서 

식별되어야 한다.

　8. 시스템과 변경 사항들은 SCM에 의해 형상 기준선을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하고 소프트

웨어 품질보증 조직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9. 형상 기준선의 새로운 버전은 문서와 여러 미디어로 구성되고 증가량 만큼 단계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10. 각 시스템의 감사는 최소한 각 형상 기준선을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1. 형상 기준선 생성 절차를 거친 문서와 미디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들은 특정하게 식별

되고, 승인되고, 상태 보고를 해야 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12. 형상 기준선에 포함되기 위해 제출된 각 시스템 구성 요소들은 검증되어야 한다.

13. 모든 시스템 테스팅은 알려지고 통제된 형상 기준선 자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14. 각 시스템 및 이 구성 요소들에 대한 변경 사항 기록은 결과물의 생산에 대해 추적 가

능한 이력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결과물 생명주기를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

15. 모든 결과물 자료들은 SCM을 거쳐야 한다.

16. 형상 기준선 미디어, 문서, 상태 보고사항 및 변경 이력을 포함한 모든 과제 자료들은 

어떤 시점에서도 항상 접근 가능하도록 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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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상관리 기준선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정 단계별 이정표(milestone)

를 기준으로 변경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록 관리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중 각각의 이정표를 기준선(baseline)이라고 

한다. 형상관리는 그림 2.4.7과 같이 각각의 기준선들을 기점으로 형상관리 

통제 및 정해진 절차를 수행한다. 각 기준선 상에는 소프트웨어 요건서, 

소프트웨어 모듈의 코드, 설계 문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상관리 항목들

이 연결된다. 

Identify Structure

Identify and Label
Baseline Entities

Baseline A
• Track Changes to Baseline A
• Report status of changes
• Verify new Baseline

Baseline B
• Track Changes to Baseline B
• Report status of changes
• Verify new Baseline

Baseline C
• Track Changes to Baseline C
• Report status of changes
• Verify new Baseline Release Product

Baseline

Identify Structure

Identify and Label
Baseline Entities

Baseline A
• Track Changes to Baseline A
• Report status of changes
• Verify new Baseline

Baseline B
• Track Changes to Baseline B
• Report status of changes
• Verify new Baseline

Baseline C
• Track Changes to Baseline C
• Report status of changes
• Verify new Baseline Release Product

Baseline

  

그림 2.4.7 형상 기준선에 따른 형상관리 모델

(4) 형상관리 업무

  SCMP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세부업무로 구성된다.

      (가) 형상 식별(Configuration Identification)

  과제에서 다루어져야 할 각종 코드, 시방서, 설계 문건 및 데이터들에 

대해 물리적, 기능적 특성을 식별(identification), 명명(naming) 및 문서화

(documentation)해야 한다. 관리 대상 항목들은 중간 결과물 또는 최종 결

과물(예를 들면, 실행코드, 소스코드, 사용자매뉴얼, 프로그램 리스팅, 데이

터베이스, 테스트 사례 및 시방서 등) 및 각종 지원 환경(예를 들면, 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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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운 시스템, 프로그램 툴 및 테스트 베드(test bed))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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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ion

Items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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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I C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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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형상 식별 절차

  그림 2.4.8은 형상관리 식별 절차를 나타내고 있고 상세한 절차는 다음

과 같다.

• 형상항목 식별(Identifying CIs)

- SCMP에서는 통제되어야 할 형상항목들 각각에 대한 정의를 기

록해야 한다.

- SCMP는 과제에 대해서 형상항목과 구성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

지를 기술해야 한다.

• 형상항목 명명(Naming CIs)

- SCMP는 통제되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특정한 식별 표시를 할 

수 있는 식별 체계를 명기해야 한다.

- SCMP는 저장, 검색, 추적, 재생산 및 배포를 목적으로 통제되

는 형상항목들에 대해서 명명하는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 형상항목 획득(Acquiring CIs)

- SCMP에서는 과제에 대한 통제 대상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식별해야 하고 코드, 문서, 그리고 식별된 기준선의 데이터를 어

떻게 적절한 라이브러리 내에서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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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P는 물리적인 표식 및 형상항목에 대한 라벨링(labeling)을 

포함한 문서와 자기 미디어(magnetic media)의 실제적인 보관을 

위한 절차를 기술해야 한다.

- SCMP에서는 라이브러리 저장소로부터 통제된 형상항목을 어떻

게 검색하고 재 생성할 것인지를 기술해야 한다.

      (나) 형상 통제(Configuration Control)

  형상 통제란  각 형상 기준선상에 해당되는 형상항목들에 대해 변경 사

항(에러 수정이나 기능 향상)을 요청, 평가, 승인/불허 또는 시행하는 업무

를 말한다. SCMP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상세 업무에 대해 정의가 되

어 있어야 한다.

• 변경사항 필요성 식별 및 문서화

• 변경 요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변경 요청에 대한 승인 또는 비승인

• 변경에 대한 확인, 시행 및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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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소프트웨어 변경 통제 과정

  그림 2.4.9는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예를 나타내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팀에서 변경사항이 필요하면 소프트웨어 변경의뢰서(SCR: Software 

Change Request)를 작성해서 형상관리위원회(CCB: Configuration Control 

Board)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CCB에서 검토 후 승인이 나면 개발 

팀은 변경사항을 반 하고 소프트웨어 변경 승인서(SCA: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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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Authorization)을 작성해서 주 라이브러리(master libraries)를 변

경하고 제출된 SCR에 대해 최종적인 마감을 한다. 

      (다) 형상 상태 보고(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각 형상관리 항목들의 상태에 대해 기록하고 유지, 보고하는 업무를 말

한다. SCMP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기준선 및 변경사항에 대해 어떤 데이터 요소들이 추적되고 보고되

는가?

• 어떤 형태의 상태 보고서가 발생되고 그 빈도는?

•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어 저장, 처리 및 보고되는가?

• 상태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하도록 통제되는가?

      (라) 형상 감사 및 검토(Configuration Audits and Reviews)

  형상 감사는 실제적인 형상항목이 요구되는 물리적, 기능적 특성을 얼마

만큼 만족하는가를 검토하는 업무이다. 형상 검토는 형상 기준선을 구축하

기 위한 운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출시 전에 형상관리 항목

들에 대해 물리적 형상 감사(PCA: Physical Configuration Audits) 및 기

능적 형상 감사(FCA: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s)를 수행해야 한다. 

PCA 및 FCA는 생산물 형상 기준선(product baseline)의 배포 전 또는 개

정 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PCA는 모든 형상항목들이 생산물 형상 기준선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

인하고 또한 생산물 형상 기준선에 있는 생산물의 버전 및 개정번호가 올

바른가, 그것들이 형상 기준선 형상 상태 로그(status log)에 있는 버전 및 

개정번호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FCA는 소프트웨어 시방서에 

기술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보고서 및 테스트 절차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SCMP는 형상 감사 및 검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기술

해야 한다.

• 목적

• 감사 또는 검토 대상 형상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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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또는 검토 업무의 스케쥴

•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 업무 직책에 따른 참여자

• 검토를 위해 가용하거나 감사 또는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문서

• 결함을 기록하고 정정하기 위한 조치를 보고하는 절차

• 승인 시 발생되는 승인 기준과 특정 조치사항

      (마) 기타 업무

  위에 언급한 네 가지 주요 형상관리 기능 또는 세부업무 외에도 계획 

범위가 아닌 타 연계항목 변경 통제를 위한 연계사항 통제(Interface 

Control) 기능과 하청계약이나 완성된 형태로 벤더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

어 통제를 위한 Subcontractor/Vendor Control 기능(이 업무는 소프트웨

어 품질보증 분야에서 통제) 등이 있다.

(5) 형상관리 독립평가 요건/지침서 개발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독립평가 요건 및 평가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표 

2.4.11에 나타난 목차와 같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계획 평가 지침서” [2.4-24]를 발간하 다. 이 지침서에는 우선, 주요 기준 

문서(standards), SCM 기본 개념, 주요 기능, 형상 기준선, 소프트웨어 개

체(software entity), SCM 절차, SCM 시행 및 도구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정리하 다. 그리고, 원전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을 대상으로 SCM 

계획 문서에 대한 평가 지침들을 IEEE Std 828과 ANSI/IEEE Std 1042

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제시하 다. 여기서 제시된 평가 지침들은 SRP 

BTP-14 분류에 따라 크게 운 (management), 시행(implementation) 및 

자원(resource) 특성으로 나누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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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1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형상관리 계획 평가 절차서 목차

"Guidelines for Evaluating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s for Digital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1. INTRODUCTION
2. BACKGROUND OF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2.1 Key Standards

2.2 SCM Disciplines

2.3 SCM Basic Functions
2.4 Baselines

2.5 SCM Software Entities

2.6 SCM Process

2.6.1 Management environment of SCM

2.6.2 Dynamics of SCM

2.6.3 Role of source code in SCM
2.6.4 Different levels of control

2.7 The Implementation of SCM
2.7.1 Software libraries
2.7.2 Configuration control boards

2.8 The Tools of SCM
2.8.1 Basic tool set
2.8.2 Advanced tool set
2.8.3 On-line tool set
2.8.4 Integrated tool set

3.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SCMP
3.1 Purpose
3.2 Scope
3.3 Organization
3.4 Responsibilities

3.5 SCM Schedule
3.6 Applicable Policies, Directives, and Procedures

3.7 SCM Plan Maintenance
3.8 Tailoring of the Plan

3.8.1 Upward tailoring

3.8.2 Downwarding tailoring
3.8.3 Format

3.9 Conformance to the Standard

4.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OF SCMP
4.1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4.1.1 Identifying configuration items
4.1.2 Naming configuration items
4.1.3 Acquiring configuration items

4.2 Configuration Control
4.2.1 Requesting changes
4.2.2 Evaluating changes
4.2.3 Approving or disapproving changes
4.2.4 Implementation changes

4.3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4.4 Configuration audits and reviews
4.5 Interface Control
4.6 Release Process
4.7 Supplier Control

4.7.1 Subcontractor software
4.7.2 Vendor software

4.8 Records Collection and Retention

5.  RESOURCE CHARACTERISTICS OF SCMP
5.1 Tools,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5.2 Standards

6.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A. ACRONYMS AND DEFINITIONS
APPENDIX B. ISSUES TO CONSIDER IN PLANNING
APPENDIX C. CHANGE REPORTING FORMS

APPENDIX D. SCM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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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안전 소프트웨어 인허가 요소기술연구

가. 안전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및 요구사항명세 평가 

(1) 복합 실시간 계통의 정성적 요구사항 안전성 분석 기법 개발

  원자력 발전소 보호계통, 인공위성, 미사일 등에 탑재된 컴퓨터 제어시

스템과 같이 비선형 연속성을 갖는 제어대상 시스템과 이산상태 변화에 

의해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해야 하는 시스템을 복합 실시간 시스템 

(HRTS: Hybrid Real-time System) 이라고 하며 그 안전성 보장이 필수

적이다. 복합 실시간 안전계통 개발을 위한 정형기법 사용의 주된 장애 요

인은 기법의 인지적 어려움이다. 즉, 엄격하고 정량적인 정형기법을 이해

하여,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대화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이를 추상

적이고 정성적인 요구분석 단계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안전계통 개발에 정

형기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전성 제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상의 

어려움과 복잡도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복합 실시간 안전계통 요구분석과 안전해석 시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형기법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복합 실시간 안전계통의 요구사항을 명세하고 그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지적 요구분석 체계를 설명한다. 이 체계는 

요구사항 명세를 위한 인지적 정형기법 (QFM: Qualitative Formal 

Method)과 원인결과 요구사항 안전성 분석기법 (CRSA: Causal 

Requirements Safety Analysis)으로 구성되어 있다. QFM의 특징은 요구

사양 설계자와 분석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된 정성추론, 특히 인과추론 이론을 정형명세에 도입한 것이다. 즉, 연

속시간과 이산시간 속성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실시간 계통을 표현하기 위

해 정성적 정형 언어인 합성명세언어 CML (Compositional Modeling 

Language)을 사용하 고, 요구되는 기능요건과 안전요건을 표현하기 위해 

원인결과 기능표현언어 CFRL (Causal Functional Representational 

Language)을 사용하 다. CML로 표현된 HRTS의 동작특성을 DME 

(Device Modeling Environment)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계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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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원인결과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기능 및 안전 요건과 비교 검증한다. 

  QFM과 의미론적으로 통합된 CRSA는 고전적인 소프트웨어 고장수목 

분석 분석기법 (FTA: Fault Tree Analysis)을 사용하지만 QFM에서 생산

된 원인결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전의 소프트웨어 FTA 기법들이 가

지는 분석자의 주관과 시스템 이해능력에 의존하는 단점을 보완하 다. 또

한 QFM의 결과로 생산된 원인결과 정보의 활용은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결함이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스템 안전해석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을 연결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 

  인지적 요구분석 체계의 기본 틀은 인지시스템공학의 목적-수단 조직단

계 (Means-Ends Hierarchy)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QFM과 

CRSA는 기존 기법들이 가지는 입출력 중심 명세와 안전해석기법의 단점

을 보완한 인간중심 목표기반 (Goal-based) 명세 및 안전성 분석 기법이

라 할 수 있다. 

(2) Hybrid Real-Time System (HRTS) 정형명세

  HRTS와 같은 공정제어 계통의 제어기 소프트웨어는 제어대상 계통과 

연동되어 동작하기 때문에, 제어기 소프트웨어 동작모델의 요구사항 만족

여부만으로는 전체 계통 동작을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형명

세 기법은 제어대상 계통(P)과 제어계통(C)의 통합된 동작모델(P∧C)이 

요구사항(Sp)을 만족함을 보여야 한다. 즉. 명제 (1)의 만족여부를 입증하

여야 한다.  

P∧C → Sp (1)

  디지털 제어기(C)의 이산 상태변화는 주로 유한상태 기계(Finite State 

Machine: FSM)로 모델링 되어 왔다. 그러나 물리적 법칙에 따라 연속상

태변화 동작특성을 가지는 제어대상(P)은 일반적으로 미분방정식에 의해 

모델링 된다. HRTS의 요구사항 명세와 검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이러

한 연속상태와 이산상태변화 사이의 상호 작용이다. 

  FSM으로 모델링 되는 이산 상태변화 제어기와 연동하면서 통합된 모



- 333 -

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속 상태 변화를 FSM에 통합시킨 복합 

오토마타 (hybrid automata)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비선형 

연속성을 가지는 제어대상을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모델링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물리적 현상을 정량적 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표현하

더라도 엔지니어들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성적/물리적으로 다시 해

석해야 한다. 

  대부분의 엄격한 정형 기법들은 부분적인 검증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요

구사항 도출, 명세단계에서는 인지적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주어진 문제

에 대해, 계통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간의 정성적인 인과 관계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도출, 명세할 때, 기법들이 엄격히 정량화 된 논

리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이해를 위한 대화수단으로 부적절하다.

(3) 정성 추론과 HRTS 요구분석

  인공지능 연구의 한 분야인 정성물리 (Qualitative Physics) 이론은 문제

를 정성적으로 단순화(approximation)하여 추론하는 방법들을 총칭하며 여

러 가지 세부이론, 기법, 도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정성물리 이론은 

HRTS와 같이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공학 장치의 물리적 특성을 정

성적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하여 그 장치의 동작을 예측, 진단, 추론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 오토마타, 시간 오토마타 등 HRTS 요구분석을 위

한 기존 정형기법 사용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를 정성화 시킨 정

성 복합 오토마타(Qualitative Hybrid Automata: QHA) 개념을 제안한다. 

QHA 개념에 근거하여 HRTS 제어대상(P)과 제어기(C) 동작을 표현하고 

요구사항(Sp)을 명세하기 위하여 정성물리 이론에서 개발된 언어와 도구

를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HRTS 요구분석 단계에서의 이와 같은 정형

명세 기법을 정성적 정형기법 (Qualitative Formal Method: QFM)이라고 

부른다.

  정성물리 이론은 HRTS를 위한 기존 정형 기법들의 정량적인 미분방

정식과 시간함수 대신에 정성 미분방정식과 인과관계를 이용하여 정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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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든 물리적 현상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이 점을 활용하여 기존 복

합 오토마타에서 상태 표현에 사용되는 미분방정식, 정량적 상태변수, 정

량적 시간 등 모든 정량적인 요소를 정성화 시킨 QHA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정의1: 정성 복합 오토마타 (QHA)는 <Q, V, C, T>의 네 가지 요소로 

표현되며 각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상태 값 공간(Quantity Space: Q): 상태변수가 취할 수 있는 정성 값

(qmag)의 유한 순서 집합과 이들 값의 변화방향(qdir), 여기서 정성 값

을 물리적 주요상태 변환 점  (landmark)이라고 부른다.

- 변수 (Variables: V): 정성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성 상태변수

- 제한조건(Constraint: C): 정성상태 동작을 표현하는 정성 미분방정식

- 상태전이(Transition: T): 정성상태 전이함수(transition-function)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을 구분하는 근본 요인은 상태변수 값의 

공간(Q)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량적 정형기법에서는 상태변수가 실수 

값(또는 연속 변수)으로 표현되지만, 정성 기법은 이산화 된 상태변수 값

의 공간(Q)을 사용한다. 또, 정성물리의 이산(discrete) 상태 값 공간(Q)은 

물리적 의미를 가진 다는 점에서 단순 수학적 이산화와 차이가 있다. 

  물리적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정성 미분방정식에 사용되는 상태변수 

값의 공간(Q)은 그림 2.4.10의 c와 같이 물리적 주요상태 변환 점

(landmark)에 따라 이산(discrete)화 되고, 물리적 주요상태 변환 점과 변

환 점 사이의 변수 값을 하나의 값으로 취급함으로써 추상화한다. 즉, 상

태변수 값의 크기는 두개의 변환 점들 사이 구간에서는 일정한 것으로 단

순화하고, 각 구간 변수 값의 변화 방향으로 증가한다(inc), 평형 상태이다

(std), 감소한다(dec) 등을 사용함으로써, 이들 변수들에 의해 표현되는 상

태의 진행을 나타낸다. 이러한 물리적 주요상태 변환 점의 눈금은 추상화

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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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t
a. 제어대상 동작특성 b. 이산시스템모델 c. QFM 정성모델

그림 2.4.10 QFM 정성모델과 이산 계통 모델 비교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HRTS 제어대상(P)은 그림 2.4.10의 a와 같

이 비선형 연속상태 변화를 한다. 이산 계통 모델링 방법에서는 그림 

2.4.10의 b와 같이 시간 축을 단순히 수학적으로 나누고 (예를 들어, 1초 

단위, 퍼지 값, 확률 값 등), 각 시점에서의 물리적 값을 샘플링 한다. 또

한 유한 상태 기계와 같은 이산 상태 그래프는 연속 상태변화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추상화 방법으로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정성물리에서

는 물리적 주요상태 변환 점 개념에 따라 기호적으로 물리적 이산화를 추

구함으로써, 물리적 법칙이 부여하는 연속성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것이 이산상태 그래프 방식과 다른점이다. 실시간 계통 모델링을 위해, 

QFM에서 그림 2.4.10의 c와 같이 시간 축을 물리적 주요상태 변환 점에 

의해 물리적으로 나누어 샘플링하는 것이 수학적 이산 계통 모델링 방법

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실시간 계통이 갖는 절대시간을 모델링하지 않

고 시간적 선후관계, 즉 상태의 인과관계를 모델링 한다.

(4) Qualitative Formal Method (QFM) 체계

  Qualitative Formal Method (QFM)은 인공지능의 정성물리 이론을 이용

하여, HRTS의 복잡한 동작을 직접 물리적으로 단순화하는 방법을 제시한

다. 정형기법이 인지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구분석 단계에서 사용자

가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사고방법과 부합하여야 한다. HRTS와 같이 

복잡한 물리적 계통 개발을 위해 제어대상 모델(P), 제어기 모델(C), 및 

요구사항(Sp)을 도출하고 명세할 때, 계통 전문가와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고방법은 정성적 사고와 인과적 사고이다. 

  정성적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가일수록 HRTS 요구분석 단계와 같은 복

잡한 문제해결 초기단계에는 추상적인 문제의 전체그림을 도출한 다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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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춰 문제해결 범위를 좁혀나간다. 또, HRTS 

요구사항 명세에서 중요한 것은 제어대상(P)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델링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선형 연속 상태변화를 하는 물

리적 계통인 제어대상(P)은 요구분석단계에서 수학적 정형기법만으로는 

모델링이 불가능하다. 물리적 단순화를 위해 정성적 정형 언어인 합성명세

언어 CML (Compositional Modeling Language)을 사용하여 연속상태와 

이산상태변화가 상호 작용하는 HRTS 동작을 표현한다.

  인과적 사고와 관련하여, 요구분석 단계에서 엔지니어들은 요구사항 도

출 및 명세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고 유형은 “A 상태이면 B 상태

를 발생시켜야 한다.” 형태를 취하며, 요구사항 검증단계에서는 “주어진 

계통 명세에서, A상태가 B상태를 발생시켰는가?”를 질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과적 사고와 일치하는 정형명세 기법 제시를 위해, QFM에서는 정

성추론의 한 분야인 인과추론 이론을 도입한다. 요구되는 기능요건과 안전

요건을 인과관계에 따라 목표기반으로 표현하기 위해 원인결과 기능표현

언어 CFRL (Causal Functional Representation Language)을 사용하 다. 

CML로 표현한 HRTS의 동작특성을 DME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계통 상태의 원인결과 정보를 도출하여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QFM과 다음 장에서 설명할 CRSA를 사용한 HRTS 

소프트웨어 요구분석 체계는 그림 2.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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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1 복합 실시간 계통의 정성적 요구사양 안전성 분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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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정보에 의한 요구사항 안전성분석(CRSA)

  QFM으로 명세 된 HRTS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의 안전성 검증을 위

해, 인과정보에 의한 요구사항 안전성 분석(Causal Requirements Safety 

Analysis: CRSA) 기법을 제안한다. CRSA는 부정적 측면에서 원하지 않

는 위험요소의 존재여부를 분석하는 안전성 검증이다. CRSA에서는 수단-

목표 계층(means-ends hierarchy)에 의한 계층적 사고를 지원하여, 계통 

안전성 분석과 연계하여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

도록 하 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안전성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오류로 인한 계통

의 위해(hazard)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오류는 요구명세, 설계명세, 구현된 코드 등 여

러 단계의 소프트웨어 개발 중간 결과물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개발 공정 

후반부로 갈수록 최초 계통 요구사항이 여러번 변환(transform)되기 때문

에, 계통 위해 여부에 대한 인과 관계를 추론하기가 어려워진다. 소프트웨

어 요구분석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증으로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이를 

설계 및 코드 단계 안전성 분석과 연계시킴으로써 인지적으로 균형을 이

룬 소프트웨어 안전성 검증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CRSA는 고전적인 소프트웨어 결함 트리 분석기법 (FTA: Fault Tree 

Analysis)을 사용하지만 QFM에서 생산된 인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

전의 소프트웨어 FTA 기법들이 가지는, 분석자의 주관과 계통 이해능력

에 의존하는 단점을 보완한다. CRSA는 QFM결과 생산된 인과정보 의미

와 FTA 의미를 일치시킴으로써, 엔지니어의 주관과 계통 이해능력에 의

존하지 않고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은 물리적 계통 동작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

는 소프트웨어 내부 조건을 식별해 내는 것이다. 특히 연속 상태 변화하는 

제어대상(P)과 이를 제어하는 이산상태변화 제어기(C)로 구성된 HRTS를 

위한 소프트웨어 요구명세의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어대상(P)과 

제어기(C)의 통합모델에서의 위험동작과 이의 원인이 되는 제어기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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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동작조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야 한다. 위험요소의 원인을 찾

기 위한 기존 FTA 기법들의 구조적 분석과 안전 전문가의 분야지식 의존 

방식은 분석결과의 객관성 보장을 어렵게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계통의 동작모델에 근거한 결함 트리 작성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를 모델기반 FTA라고 한다. 

  국 York대학의 Fenelon과 그 동료들은 프로그램의 논리적 구조에 근

거한 FTA보다는 소프트웨어와 계통의 고장 유형관계로부터 FTA를 작성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HFTA, FPTN 등의 방법을 제시하 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위험요소가 데이터에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입출력 고장모드 간

의 데이터 흐름 관계만으로 원인을 분석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물리적 

동작의 인과관계는 분야전문가의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실시간 계통 동작의 위험요소는 상태 인과관계를 가짐을 인식하고 

상태표(Statechart) 모델로부터 자동으로 결함 트리를 생산하는 연구가 수

행되었으나, 제시하고 있는 결함 트리 작성 규칙이 아직 애매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문제 대상인 HRTS는 상태표(Statechart) 모델에 근거한 모델

기반 FTA가 불가능하다. CRSA와 유사한 연구로서 Hansen의 Duration 

Calculus 모델에 근거한 FTA 기법이 있으나 요구사항 안전성 분석보다는 

안전요건 도출을 위한 방법이며, 아직 이산 실시간 계통 안전성 분석에만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Liu는 물리적 계통 모델로부터 결함 트리를 이용한 안전성 분

석을 수행하는 모델기반 기법을 제시하 으나 엔티티-관계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계통의 구조적 요소와 이들간의 관계로 계통을 모델링 하고 있

으며 동작의 인과관계는 인위적인 관계들만으로 표현하는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FTA에서 동작의 인과관계를 찾고 주관적인 

분야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FM 모델기반 

FTA 기법을 제안한다. HRTS의 동작은 물리적 법칙에 의해 결정되고, 

QFM에 의한 HRTS 소프트웨어 요구명세는 정성물리 이론에 의해 분야 

전문가의 지식을 대신하여 객관화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CRSA는 이렇

게 객관화된 QFM 모델로부터 도출된 인과관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소프

트웨어 요구명세 FTA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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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RSA 체계

  HRTS를 위한 정성적 소프트웨어 요구분석 체계를 구성하는 CRSA절

차의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4.12는 QFM의 각 단계별 인과관계

정보와, 이를 사용하는 CRSA 세부 단계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CRSA1
최상위사건 결정

CRSA2
Fault Tree 작성

CRSA3
Fault Tree 합성

QFM1 
CML 통합모델

QFM2
CFRL 요구사양

QFM3
State Trajectory

그림 2.4.12 CRSA 절차 및 QFM과의 관계

 CRSA 1: 최종 안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QFM2에서 작성한 CFRL 요

구사항 명세에서 안전목표 트리(safety goal tree)를 작성한다. 안전목

표 트리로부터 소프트웨어 FTA 수행을 위한 최상위 사건(top-event)

을 도출한다. 이 트리의 최하위 노드들 중 소프트웨어 안전성관련 세

부 목표(goal)의 역(negation)은 소프트웨어 위험 특성(hazardous 

property)이며, 소프트웨어 FTA 수행의 시작이 되는 최상위 사건이 된

다.

  CRSA 2: 각각의 최상위 사건에 대해 가능한 사전조건 (preconditions) 

들을 찾기 위한 세부 소프트웨어 FTA를 수행한다. QFM과 연계하여 

객관적인 원인 추적을 할 수 있도록, CML로 표현된 제어대상 명세와 

제어기 명세를 DME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된 HRTS 동작상태의 인과

관계 정보를 사용한다. 결함 트리는 계통 위해(hazard)의 모든 가능한 

원인을 다루는 안전성 모델이 아니라, 특정 위해가 주어졌을 때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역추적하기 위한 하나의 표기법이다. 

  CRSA 3: 각각의 최상위 사건에 대한 소프트웨어 FTA 결과에 대해 

Dijkstra의 합성규칙을 이용하여 가능한 부분들을 합성한다. 부분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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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소프트웨어 FTA 결과를 CRSA1에서 작성한 안전목표 트리를 상향

식으로 추적하면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부분의 종합 FTA 결과를 합

성한다. 이를 하드웨어 및 인적 안전성 목표들과 합성하여 최종 안전

성 목표의 달성여부를 분석한다.

  산업현장에서 복합 실시간 안전계통 개발을 위한 정형기법 사용의 주된 

장벽인 인지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HRTS 소프트웨어의 정성적 요구

분석 체계로 정성적 정형기법(QFM: Qualitative Formal Method)과 인과

정보에 의한 요구사항 안전성 분석기법(CRSA: Causal Requirements 

Safety Analysis)을 제안한다. 정형기법(QFM)과 의미론적으로 통합된 안

전성 분석(CRSA)은 이전의 소프트웨어 고장수목 분석(Fault Tree 

Analysis) 기법의 단점인 분석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 다. 

SRP/BTP-1에서 예시한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행위 그룹 상에서 볼 때, 

개발한 기법, QFM과 CRSA의 위치는 그림 2.4.1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요구분석 단계이다.  정성적 요구사항 안전성 분석체계는 아래 그림 

2.4.11와 같으며 CRSA 기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고장 수목은 그림 2.4.1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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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 개발한 기법의 소프트웨어 수명주기상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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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4 Top-Event1에 대한 CRSA 고장수목 작성 방법 

나. 상용 소프트웨어 안전성 분석 방법 평가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는 하드웨어 상용기기 인정 및 승인 프

로세스와 마찬가지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 적용시 이들의 방법을 상

호 조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dedication) 방법

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method 1은 특수실험 및 감사이며, method 2

는 공급자 조사, method 3는 소스검증, method 4는 qualification vendor 

list 및 운전이력 데이터에 의한 인정 방법이다. 본 연구내용은 method 2

인 공급자 조사 방법에 의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에 관하여 

NUREG/CR-6421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ERPI/TR-106439 기준을 

tailoring policy를 적용하여 절차적 관점에서 commercial grade survey 방

법에 의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를 제안하 다. 제안한 상용 소

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관점에서 보았으며  하드

웨어 상용기기 인정 및 승인을 제외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에 

국한하여 절차적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다.



- 342 -

1단계:조사전 사전회의

조합에 의시 평가

A

3단계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기능요건 조사

4단계:소프트웨어 설계조사

7단계:시스템검증조사

8단계:사용자문서조사

9단계:소프트웨어
 유지보수조사

운전
이력
레코드

COTS SW인정

A

6단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조사

2단계 : 제품설명서취득

5단계: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시 조사

(1) 개요 

  Commercial grade survey 방법에 의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

는 첫째, 조사 절차(survey procedure) 확립, 둘째 조사 스케줄 설정, 셋째, 

조사 수행(survey performance), 넷째, 조사결과 및 발견(survey results 

and findings) 순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상용 소프트웨어 

승인 절차를 확립한 다음, 스케줄 일정을 설정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승인

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기준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도구들(tools), 기술(techniques), 그리고 방법론(methodologies)을 

적용하는데 본 연구는 NUREG/CR-6421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EPRI/TR-106439의 현실적 개념을 추가한 다음 현재 개정중인 SRP 7, 

Branch Technical Position(BTP)중 상용 소프트웨어 관련 draft version 

기준을 적용하여 commercial grade survey 방법에 의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를 그림 2.4.15와 같이 제안하 다.

  

그림 2.4.15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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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 소프트웨어 상세 인정 프로세스 

        Step 1 : 조사전 사전회의(pre-survey meetings)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팀과 상용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담당자(이들 중

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사전에 

조사(survey) 방법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상용 소프트

웨어 평가팀은  정보공학 방법론 따라 제대로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절차를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상용 소프트웨어는 일반 산업계 표준을 준수한 만큼 ISO 

9001 Part 3 의 준수 여부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때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팀은 승인 우선순위(acceptable priority)를 사전에 설

정하고 있어야 한다.  조사전 사전회의(pre-survey meetings)에서는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을 순서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계획문서 검토(planning documentation review)

  ② 생명주기 모델 및 단계별 활동사항 검토

  ③ ISO 9001 Part 3에 따른 조사

      - 자체 qualification 여부

      - 외부조직에 의한 requalification 여부

  ④ 우선순위 정의(priority define)

      - priority 1 : most critical(system crashes)

      - priority 2 : critical(function specification 에 따라 수행되지 않음)

      - priority 3 : minor error(functionality에 향을 주지 않음)

      - priority 4 : 기성 functionality에 따른 다른 해석

        상기 priority중 priority 1 ~ priority 2는 배포(release) 해서는 안  

        되는 기준으로 설정한다.

      Step 2 : 제품설명서 취득

  이 단계에서는 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제품설명서를 수집한다. 제

품설명서중 배포 보고서(release report)를 점검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수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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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기능의 추가 및 변경정의 

      - 개정레벨(revision level), 최소한의 하드웨어 요건 및 개정 이전

        에 확인된 오류들의 교정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정이력

        (software revision history)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설명자료 취득

      - 새로운 콤포넌트(component)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의 링크 여부

      Step 3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조사

  소프트웨어 요구사양명세 조사에서는 상위의 개념인 시스템 명세로부터 

소프트웨어 요구사양 명세에 이르기까지 추적성 분석의 개념을 근간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조사한다.

  첫째,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기능요건명세서가 존재하는가?

       - 기능설명서(functional design description)

       - 요구사양명세서

       - 개발환경, CASE 도구들

  둘째, 기능요건명세 목록의 취득 및 조사

  셋째, 제품에의 기능요건(functional requirement) 반 여부?

       - 새로운 제품에 새로운 기능요건사양의 반 여부

  넷째, 이외의 요구사양 존재유무?

  다섯째, 소프트웨어 요구사양명세의 검토 수행여부

    Step 4 : 소프트웨어 설계 조사

  설계단계의 주요 점검항목들은 소프트웨어 설계 요건을 작성하 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소프트웨어 설계 요건을 취득할 수 없다면 어

떤 설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들 설계 결과물에 대한 충분

한 검토가 개발과정에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평가 한다.

    - 소프트웨어 설계 프로세스의 검토

       . 예비 및 상세설계의 검토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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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 및 상세설계의 검토가 있었다면, 이들 검토에 참여한 사람  

         들은 누구이며 자격 요건을 갖춘 요원이었는지?

    -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통합, 테스팅 및 최종사용에 대한 검토

       . 공정입력 변수들(ranges, accuracy, sampling intervals, engi-

         neering unit conversion)

       . 운 체제(operating system), utility, routines 또는 보조프로그램

       . postulated abnormal inputs의 처리(handling)

       . engineering unit, symbolic names 등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구  

        되는 데이터 화일 및 데이터 검토

    - 범위(range), 정확도 및 갱신구간(accuracy, and update interval)을  

      포함한 출력물 (인간공학 요건 포함)

    - 초기화 요건(initialization requirements) 검토

       . 변수 초기값, 기동순서(start-up sequence) 등

    - 컴퓨터 시스템에서 탐지된 고장에 반응하는 프로그램 로직의 검토

    - 오퍼레이터 인터페이스 검토 (keyboard inputs, control panels,     

       display 등)

    - 인-서비스 테스트 특성 및 진단의 검토

    - 전반적인 컴퓨터 시스템 응답시간을 포함한 타이밍 요건(timing    

       requirement) 검토

    - 하드웨어 capability와 일치하는 processing idle time 및 excess    

       memory 검토

    - 보안성(security) 요건 검토(password, access control 등)

     Step 5 :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조사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의 점검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목표와 계획

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준수하 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소프트웨어 프

로세스중 개발과 동시에 적절한 검증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단계별로 이

루어 졌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점검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품질계획의 검토

       . 산업체 표준 ISO 9000-3 요건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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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들에 대한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     

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중요 점검 사항들

의 내용은 그림 2.4.16과 같다.

      Step 6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조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에서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계획

이 존재했는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통합시험절차 및 관련 승인기준(acceptance criteria)이 존재했는가, 

통합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형상시험(test configuration)을 수행 하 는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변경제어(changing control)에 대한 품질보

증계획서가 존재했는가, 어떤 프로세스가 시스템 비휘발성 메모리(system 

non-volatile memory)로 프로그래밍 되었는지를 점검한다.

      Step 7 : 시스템 검증 조사

  시스템 검증에 대한 시험계획이 존재했는가, 테스트 절차서는 있었는가, 

테스트 절차서가 있었다면 적절한 단계로 구성 되었는지와 완결성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요건 확인, 기능확인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던 결과는 없었

는지 여부를 재검증한다.  테스트 절차의 이행여부에서는 테스트될 항목의 

기능, 시험 유형의 범위, 테스트할 항목의 선정, 책임사항 및 승인, 테스트 

레코드 등의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한다.

즉,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세 유형시험 절차(detailed type test procedures)

     . 절차서, 입력자료 및 기대치 결과(input data and expected         

       results)?

     . 동적인 조건 뿐만아니라 정적인 조건하에서 테스팅이 수행되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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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사항

     ○ 표준시스템개발프로젝트 모델

  ② 계획

     ○ 제품설명, 개발계획 등

  ③ 기능정의

     ○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건 및 기능

  ④ 시스템 설계

     ○ 소프트웨어 분석 및 설계 가이드

     ○ 시스템 설명에 대한 간단한 포맷

  ⑤ 모듈개발(module development)

     ○ C/C++ 스타일 가이드

     ○ C/C++ 이식성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 재사용 가이드라인

  ⑥ 통합(integration)

     ○ 시스템사양 관련 문서의 예

  ⑦ 유형시험(type test)

     ○ 중요 유형시험 목록

     ○ 중요 유형시험 설명서

     ○ 중요 유형시험 기록

     ○ 중요 검토회의 기록

        -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및 소프트웨어 개발도구에 대한 충분한 문서가 존재하는가?

        - 조직의 정의 : 개발자와 검토자의 독립성 정도

        - 어떤 표준을 이용하는가?

        - 어떤 절차서를 이용할 수 있는가? (ex. CM, code attribute : language, 
           modularity, structure, revision history, error handling 등)

        - 인-프로세스 감사(in-process audit)의 수행여부?

        - 문서화는 잘 되어 있는가?

        - V&V 프로세스를 채택하 는가?

        - V&V 프로세스의 기록 문서화?

        - 코드 검토(code review)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 (목 차)

          ① 계획(planning)

          ② 책임사항(roles)
          ③ 개시(initiation)

          ④ 저작자 준비사항(authors preparations)

          ⑤ 운 의 기술적 검토(operational walkthrough)
          ⑥ 소스코드 숙지(reading the code)

          ⑦ 수집 및 보고서 통계(collecting and reporting statistics)

          ⑧ 결함기록 회의(defect logging meeting)

          ⑨ 요약회의(sum-up meeting)

          ⑩ 점검회의(follow-up meeting)

          ⑪ 스타일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style guides and checklists)

             - 소프트웨어 개발 매뉴얼 검토

             -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를 수립하고 준수하 는가?

             - 소프트웨어 설계가 적절히 구현되었는가?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행한 테스팅 및 절차
             - 언제 형상관리를 시작하 는가? 

             - code walkthrough는 수행하 는가? 

               . 소스코드 개정이력(source code revision history) 검토

그림 2.4.16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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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rvey system validation testing 

     . 개발팀과 tester 사이의 조직관계는?

     . big configuration test는 수행하 는지?

     . 테스트 보고서는 이용 가능한가?

     . 테스트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 는가?

     . 테스트 과정에서 모든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 validation 테스팅시 하드웨어 및 코드 정확성 파급효과를 고려하   

       는가?

     Step 8 : 사용자 문서 조사

  사용자 문서 즉, 회사(vendor) 측으로 부터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매뉴얼

들에 대하여 요구사양 및 설계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들

이 일관성, 명확성, 정확성을 유지하는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Step 9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조사

  최초의 배포(original release)가 이루어진 이래로 발생된 문제점들을 어

떻게 해결하 는가를 점검한 다음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제점들

에 대한 기록정보를 얻는다. 또한, 제품상에서 발견된 오류들이 사용자에

게 어떻게 통지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사용자들에 의해서 발견

된 오류들의 기록 및 추적은 어떠한 절차를 이용하 는가를 반드시 체크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엄격한 형상관리 절차에 의하여 형상관리

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점검한다.

     - 변경통지 절차에 대한 감사(audit) 수행은?

     - 소프트웨어가 선적되기전 기능적 감사(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및 물리적 감사(physical configuration audit)가 수행되었  

        는가?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실행코드에 대한 접근 및 형상제어        

        (configuration control)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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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ial grade survey를 근간으로 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

세스를 절차를 연구하 다.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프로세스를 실제 적용하

기 위해서는 각 회사의 지적재산권 자료의 접근이 필수적이나 근원적으로 

지적재산권 자료 접근의 제한 문제에 직면하여 해당 회사의 적극적인 협

조 없이는 사실상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프로세스의 적용은 불가능 하다. 

또한, NUREG/CR-6421에서 제시하는 Q class에 해당하는 모든 승인기준

(acceptance criteria)을 상용 소프트웨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

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NUREG/CR-6421의 상용 소프트웨어 기준을 

근간으로 EPRI/TR-106439와 같은 현실적인 개념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tailoring 하여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

세스는 NUREG/CR-6421과 EPRI/TR-106439의 규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 지만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문제는 워낙 까다롭고 어려운 문

제이기 때문에 안전성 분야에 적용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을 권고하며  어느 한 방법을 단독으로 적용하지 말고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방법외에 반드시 특별시험 및 감사 등의 다른 인정 방법을 조합하거나 

그 이외 또 다른 방법을 혼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계획 

  다음의 내용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인증하려고 할 때 인증계획서로써 사

용할 수 있는 문서이다. 설계문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 으며 표지, 목차 등을 제외하고는 실무자가 수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1.0 목적

  이 문서의 목적은 상용 운 체제, 컴파일러 또는 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CASE) 도구, 프로그래밍 언어 대한 인증 계획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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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범위

  인증 하고자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범위에 관하여 기술한다. 예를 들

면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회사, 제품명을 열거하고 Dedication 하고자 하는 

대상 Platform을 기술한다.

이 계획과 연관하여 IEEE Std 7-4.3.2에 의하면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환

경 구축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을 언급하

고 있다. 즉, 상용도구에 의하여 생성된 코드가 직접 온라인으로 안전시스

템에서 실행된다면 Dedication이 요구된다.  상용기기 Dedication과 관련

하여 EPRI NP-5652에서는 상용 하드웨어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지침을 제

시하고 있으며 EPRI TR-106439에서는 상용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펌웨

어 및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하여 Dedication 절차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

다.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에 관하여 NUREG/CR-6421에서도 그 지

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

어 EPRI TR-106439를 근간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이 이루어 지고 있

다.

  EPRI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방법은 4가지로 요약 할 수 있는

데 Method 1은 특별 시험 및 감사의 방법이고 Method 2는 공급자 조사

에 의한 방법, Method 3는 소스 검증으로서 주로 제작 현장의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활동이며 Method 4는 성능 이력에 의한 검증 방법이다. 

하드웨어 상용기기의 경우 이들 4가지의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반면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의 경우 Method 2 및 Method 4의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1.2 도구들 (Tools)

  도구들, 이를테면 운 체제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인증하고자 할 경

우 운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에 대한 문제

에 직면하게 된다. 컴파일러나 링커는 현실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력 레코드와 대상 컴파일러를 사용하여 만든 응용제

품의 플랫폼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철저한 형상관리 하에 있었느냐가 주요 평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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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운 체제 및 컴파일러 등의 상용 소프트웨어 도구

의 경우 이들 도구에 의하여 야기된 결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응

용 프로그램의 철저한 V&V를 통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도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구들에 관한 형상관리 부분으로 다음의 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

- 일단 개발 도구에 대한 버전이 선정되면 이들을 baseline으로 한 버전만  

  을 사용하여 한다.

- 버전에 알려진 결함(버그)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의해서 반드  

   시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 도구에 대한 후속 버전이 나왔다면 이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  

  다.  이 평가서에는 버전과 연관된 알려진 결함에 대한 검토 및 운  이  

  력 레코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 2.4.12의 공란이 감사자(auditor)에 의하여 

완성되어야 한다.

- 감사할 도구의 식별, 도구명칭

- 도구의 버전 번호

- 알려진 결함 (이것은 공급자 문서를 통하여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4.12 COTS 소프트웨어 인증 대상 목록

도구 이름 버전 알려진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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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3 검토자 의견양식(Reviewers Comment Form)

검토자 코맨트 양식

날   짜  :                                  페이지 번호 :

검 토 자 :

제    목 :

문서번호 :

개정번호 :

코멘트번호 검토자코멘트 응답요구 여부 저자의응답
응답의승인

(Yes/No)

1

2

3

4

․

․

․

2.0 참고문헌

  이 부분에는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계획문서에서 참고한 문헌들을 기술

한다.

3.0 소프트웨어 분류

  안전등급의 분류목적은 설계자/운 자/규제자가 안전을 담당하는 계측

제어계통의 요구사양요건, 설계, 검증, 품질보증, 제작, 설치, 유지보수, 시

험시 안전등급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주의 및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이

다.

  소프트웨어 안전등급의 분류목적은 소프트웨어의 안전 중요도에 상응하

는 안전 등급을 부여하여 안전등급에 걸 맞는 소프트웨어 설계 및 V&V,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확보 및 개발비용 등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COTS 소프트웨어의 등급은 그림 2.4.17 및 표 2.4.14의 기준에 따라 분

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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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ation of Reusable Software

Use of Pre-Existing Software Products (PES/PDS)

COTS In-House Developed(Re-use)

Applications Tools S&E      Appendix B Non-Appendix B
(new Part 21 makes this same as COTS)

Used in                     not used in                         Breakdown same      
basic component      basic component                            as COTS

Produce        execute      other
basic             with
component   application

e.g. OS

그림 2.4.17  COTS 소프트웨어 분류 계층구조도

  그림 2.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TS 소프트웨어는 기성 소프트웨어

(Pre Development Software(PDS)/Pre Existing Software(PES)) 의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으며 크게 운 체제, 컴파일러/CASE 도구, 프로그래밍 

언어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들 COTS 소프트웨어의 안전등급은 표 2.4.14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

측제어 계통의 안전등급과 안전중요도(Safety Impact) 및 Risk Ranking 

확률에 따라 Safety Integrity Level(SIL) 1,2,3 및 GP(General Purpose)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4.14 Software Integrity Level (SIL) of Each Software Class

Software Failure 

Impact Type
Items Important to Safety Non-Safety System

Safety Safety-Related Items Not Important to Safety

Type I 1 2 3

Type II 2 2 3

Type III 2 3 4(GP)

 주1) Type I : 고장이 발전소 보호기능 및 안전에 향을 미치는 소프트

웨어로 즉각적인 원자로 정지 또는 Reactor Trip이 요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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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Type II : 고장이 발전소 보호기능, 안전 또는 정상운전에 즉각적인 

향을 미치지 않아서 즉각적인 원자로정지 또는 Reactor Trip이 요구되

지 않거나 일정시간 이후에 출력감발 혹은 원자로정지가 요구될 경우

 주3) Type III : 고장이 원자로 정지 또는 출력감발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이상을 종합하면 운 체제는 Sil 1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컴파일러, 

CASE 도구 및 Human-Machine Interface (HMI)는 Sil 2로 분류할 수 있

다.

4.0 계획

  이 섹션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자 현장에서 수행하는 Commercial 

grade survey방법에 대하여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4.1 제품 설명

Dedication할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제품명 (Product Name)

     - 버전 (Version)

     - 배포일 (Release Date)

     - 회사 (Company)

  4.2 검토항목(Review items) 및 승인기준(Acceptance criteria)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자 회사에 대하여 formal한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가 

있는지를 예비(preliminary) 평가한다. 만약 이러한 개발 절차가 없다면 유

사 산업안전(항공안전, 군사, 의료 및 산업) 분야에 우수한 이력 레코드 및 

철저한 형상관리로 이러한 미비점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야 한다.

  이러한 것으로도 여의치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formal한 소프트웨어 개

발절차를 Dedication process에 맞게 다시 build up 할 수 있도록 준비시

켜야 한다.

 공급자 조사 (Commercial Grade Survey)에 의한 방법은 다음 2가지 항

목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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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구조도(Software Architecture)

- 버전관리 및 소프트웨어 혈통 (Version control and Software Lineage)

공급자 이력(Supplier/Item Performance)에 의한 평가방법에서는 다음의 4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고객 서비스 및 불만족 사항(Customer Service and Complaints)

- 오류추적 및 보고(Error Tracking and Reporting)

- 고장조사 및 시정조치 (Failure Investigation and Corrective Action)

- 대상 COTS의 산업안전분야 응용사례 정보

- 사용자 매뉴얼 (user documentation)

  Method 2 및 Method 4의 조합에 의한 검토 및 평가를 완료한 후에 

Section 4.5에 목차 형태로 감사(audit)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2.1 소프트웨어 구조도 검토 (Software Architecture Review)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도를 점검하게 되는데 주로 기능분할(functional 

allocation), 데이터 흐름(data flow), 제어흐름(control flow), 실시간 조건 

등의 구조적 분석 및 구조적 설계 관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설계사양을 점

검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모듈화 및 코딩의 practices를 조사한다.  표

2.4.15의 체크리스트 1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

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4.2.2 버전관리 검토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하여 버전관리의 존재여부에 대한 

실증성을 중요한 기능이 변경된 최초의 버전에서부터 현재의 버전까지 입

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검사를 통하여 이러한 버전관리의 이력을 철저

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4.16의 체크리스트2 는 이러한 것들을 검

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4.2.3 고객서비스 및 불만만족 사항

  고객들로부터 접수된 불만족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 으며 추적하 는

지를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부서에 대한 감사(audit)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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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표 2.4.17의 체크리스트 3 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4.2.4 공급자 성능이력 레코드 평가

  이 부분은 품질보증 관점에서의 문제점 보고 및 시정조치사항, 실사용자

에게 통지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춘다.   운전 경험 이력

은 현장에서 사용된 성능을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인증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상용제품과 경험이력 데이터와의 버전 및 배포는 철저한 형상

관리가 이루어 졌다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오류보고, 추적 및 

해결 프로세스는 패치 형태로 배포되고 일관성을 유지하 는지 점검하여

야 한다. 운전이력 점검의 궁국적인 목적은 발견된 오류들에 대하여 중요

한 미해결 사항들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표 2.4.18의 체크리스트 4 

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4.2.5 사용자 문서 (User Documentation)

  사용자 문서는 표 2.4.19의 체크리스트 5를 통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3 스케줄

  상용 소프트웨어 인증팀과 공급 회사간에 상호 합의한 V&V 스케줄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스케줄은 공식적인 문서로 존재하여야 한다. 공

식적인 문서에는 검토 범위에 대한 개요, 스케줄, 감사 방법 등에 관한 내

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4.4 전략 (logistics)

  공급자 현장에 도착하여서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사항은 양팀의 소개와 

함께 상견례를 나눈다. 감사의 범위 및 방법 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전제 되어야 한다.  감사팀의 팀장은 피감자의 명단을 감사 보고서에 기록

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 활동은 본 문서에 기술된 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준비해간 절차서 대로 이행한다. 이 계획이 비록 감사자를 위한 지침서라 

할지라도 감사 중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나 이로 인한 추가의 특별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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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제약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Non-conformances에 대해서는 감사후(post-audit) 회의 이전에 

Non-conformances 발견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공급자측 회사의 엔지니어

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현장감사는 한번에 끝낼 수는 없으며 2차 3차 

등의 연속 회의 때 Non-conformances 사항들을 추적감사(Thread Path 

Audit)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 동안에 반드시 결론을 도출할 필요는 없

다. 소정의 자격을 갖춘 auditor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4.5 감사 보고서

  감사에 대한 상세 내용, 감사동안 발견된 오류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

은 반드시 보고서 형태로 문서화한다.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범위에 대한 설명, 감사항목 및 감사 날짜

  ② 감사자의 신원

  ③ 감사동안에 접촉한 사람들의 목록

  ④ 감사의 결론

  ⑤ 발견된 결함 또는 오류 해결방안에 대한 권고사항 (예. 특별시험 및  

     감사 등)

  ⑥ 사용하고 하 던 대상 상용제품에 대한 최종 인증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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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5 체크리스트 1 : 소프트웨어 구조도(Software Architecture)

항목 평가기준(Criteria) 상태(Status)

1 소프트웨어의 분할(partition)은 어떻게 되었는가 ?

2 시스템을 통한 자료흐름(data flow)은 어떻게 되는가 ? 

3

critical timing sections이 있는가 ? 만약 있다면 어떻게 

timing 조건을 만족하는가 ?, 만약 timing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

4

소프트웨어 행위를 유한상태기계 형대로 표현하 는가 ? 분

산시스템의 경우 동기화 메커니즘이 구현되어 있는가 ?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 는가 ?

5
시스템 소프트웨어상에서 연속적인 무한루프를 형성하고 있

는가 ?

6
운 체제는 스택을 사용하는가 ? 만약 그렇다면 스택 오버플

로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

7
재진입(re-entrant) 타스크가 있는가 ? 만약 있다면 스택 오

버플로우시 어떤 것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8 시스템은 시분할 우선순위 스케줄링 정책을 사용하는가 ?

9
시스템은 인터럽트를 사용하는가 ? 인터럽트는 매스크 가능

한 한가 ?  구적으로 매스크 할 수 있는가 ?

10
소프트웨어 구조도를 상세명세로부터 분리하여 명확히 도식

화 하고 있는가 ?

11
전역변수(global variables)들의 사용을  명확히 도식화 하

는가 ?

12
폭넓고 다양한 상황에서 핵심 소프트웨어의 구조도를 형상화 

할 수 있는가 ?

13
동적 메모리 할당(dynamic memory allocation)을 채택하 는

가 ?

14 메모리 페이징 및 스와핑이 있는가 ?

15
대규모 자료구조상에서 매개변수(parameters)로써 패싱하는

가 ? 어떤 기능들은 많은 통과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는가 ?

16 재귀적 함수 호출(recursive function calls)이 있는가 ?

17
서브 프로그램은 단일입구(single entry) 및 단일출구(single 

exit)를 가지고 있는가 ?

18
프로그램 구조에서 중첩되는 무조건 분기 또는 장거리 분기

가 존재하는가 ? (goto, longjump,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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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기준(Criteria) 상태(Status)

19
기본 섹션(default section)에 조건분기를 포함하고 있

는가 ?

20 변수 및 포인터를 사용전에 초기화 하 는가 ?

21 프로토타입의 함수가 있는가 ?

22
함수상내에서 테스트한 입력 arguments가 존재하는가 

?

23
비트 매스크(bit masks) 대신에 비트필드(bit fields )가 

있는가 ?

                                                                     

감사자               성명/서명(Signature)                 날 짜(Date)

표 2.4.16 체크리스트 2 :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항목 평가기준(Criteria) 상태(Status)

1

주요변경과 사소한 변경을 구분할 수 있는 번호부여체

제를 작고 있는가 ? 또한 가족트리(family tree)구조를 

갖고 있는가 ?

2 소프트웨어 버전관리를 어떻게 하 는가 ?

3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한 소스코드를 생산할 수 있는가 

?

4
이전 버전을 재생할 수 있는가 ? 만약 할 수 있다면 

똑같은 도구의 버전을 사용하는가 ?

5 버전 번호들을 어떻게 유도하는가 ?

6
 새로운 버전번호를 부여받기 전에는 프로그램 수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

 감사자             성명/서명(Signature)                 날 짜(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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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7 체크리스트 3 :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및 불평사항

항목 평가기준(Criteria) 상태(Status)

1 고객 서비스 정책이 있는가 ?

2
담당직원이 휴가중 또는 외출로 자리를 비워도 이 분

야에 지식을 가진 직원과 접촉할 수 있는가 ?

3
모든 고객의 요청사항들은 문서화 되어 있고 추적가능

한가 ?

4
시스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가

지고 있는가 ?

5 고객이 제품의 특별한 버전을 요청할 수 있는가 ?

                                                                     

감사자           성명/서명(Signature)                    날 짜(Date)

표 2.4.18 체크리스트 4 : 공급자 성능이력 레코드

항목 평가기준(Criteria) 상태(Status)

1 충분한 운전이력 데이터가 있는가 ?

2 운전이력데이터는 신뢰할 수준인가 ?

3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류보고체제가 잘 정비

되어 있는가 ?

4
문제점 보고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

는가 ?

5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이 존재

하는가 ? (예를들면, 우선순위, 스케줄링, 오류추적 등)

6 운 체제와 함께 주요 미해결사항이 존재하는가 ?

7 고객에게 오류통지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

8
공개된 오류보고서에 대하여 고객이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가 ?

9 오류보고의 추적 및 종결은 어떻게 하는가 ?

10 유사 응용사례의 범주를 나열하시요 ?

11 원자력 안전관련과 유사한 응용이 존재하는가 ?

감사자            성명/서명(Signature)                   날 짜(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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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9 체크리스트 5 : 사용자 문서(User Documentation)

항목 평가기준(Criteria) 상태(Status)

1

사용자 매뉴얼이 존재하는가 ? 사용자 매뉴얼에는 제

품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를 위하여 전범위에 걸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

2
설치 및 실행을 위한 충분한 정보의 기술사양메뉴얼이 

존재하는가 ?

3
제품의 오류진단을 지원하는 유지보수 매뉴얼이 존재

하는가 ? ?

4
오류메시지 목록과 이와 관련된 시정조치 권고사항이 

존재하는가 ??

5
제품명과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문서가 존재

하는가 ?

6

심볼, 명령어 문법 등 매뉴얼 내에서 사용하는 표기법 

관례를 요약한 정보가 사용자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가 

?

7

사용자가 문제점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시하는 내

용이 사용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 내부적으로 존재하

는가 ?

                                                                     

감사자                성명/서명(Signature)                날 짜(Date)

다. 공통모드 소프트웨어 고장분석 방법평가 

(1) 개요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I&C) 계통이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형태로 

바뀌는 추세가 되면서 공통원인 고장(CCF: Common Cause Failure) 또는 

공통모드 고장(CMF: Common Mode Failure)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

지고 있다. 공통원인 고장은 공통 원인에 의해서 다중 기기들이 동시 다발

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공통모드 고장은 공통된 고장 모드로 

인해 다중 기기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분야에서는 이 두 가

지 고장이 서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혼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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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로 한다.

Analog Digital

• CMFs due to slow process

(corrosion, premature wear-out)

• Common SW being operated in all units 
of a redundant system

(a bug in one a bug in all)

Versatility
Flexibility
Reduced size

• Possibility of simultaneous failure in 
redundant units becomes all too real.

• Does not wear out
• Share more data transmission functions
• Share more process equipment
• Increased complexity

• Fail randomly and independently

Benefits

• CMFs: Causally related failures of redundant or separate equipment.

Analog Digital

• CMFs due to slow process

(corrosion, premature wear-out)

• Common SW being operated in all units 
of a redundant system

(a bug in one a bug in all)

Versatility
Flexibility
Reduced size

• Possibility of simultaneous failure in 
redundant units becomes all too real.

• Does not wear out
• Share more data transmission functions
• Share more process equipment
• Increased complexity

• Fail randomly and independently

Benefits

• CMFs: Causally related failures of redundant or separate equipment.

그림 2.4.18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아날로그 대 디지털 계통의 특성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은 기존의 아날로그 계통에 비해 데이터 전송 및 

처리 능력이 뛰어나며, 낮은 표류현상(drift), 정확성, 신뢰성, 유연성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가용성을 높일 수 있

다. 하지만 아날로그 계통에 비해 주변환경(즉, 온도, 습도, 방사선, 전자파 

등)에 민감하고 설계 및 프로그래밍 오류에 취약하여 공통모드 고장에 대

한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2.4.18 참조) [2.4-25] 

예를 들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다중 채널 유니트에서 한 채널에

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유니트의 고장은 동일 소프트웨어를 사용

했기 때문에 다중 유니트 전체가 결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의 목적은 대상 계통

에 대해 공통모드 고장 발생 가능성(likelihood)을 충분히 평가하여 가능한 

공통모드 고장 원인 및 대처방안을 규명한 후 설계 변경을 하거나 계통의 

공통모드 고장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낮음을 보이는데 있다.

  그림 2.4.19는 디지털 보호계통에서 채널 구성에 따른 공통모드 고장 발

생 민감도 예를 나타내고 있다 [2.4.-26].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공통모드 

고장 발생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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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ase 5

그림 2.4.19 채널 구성에 따른 공통모드 고장 발생 민감도 예

• Case 1: 동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다중 또는 분산시스템─두 채널 

이상에서 소프트웨어 CMF가 발생할 수 있다.

• Case 2: 동일 소프트웨어 요구사항(software requirements)에 따라 

각 채널에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다중 채널─부정확하게 

작성된 동일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의해 소프트웨어 CMF가 발생

할 수 있다.

• Case 3: (자동 개시 동작이나 제어실 로직 제어 같이) 발전소를 서

로 다르게 운전하는 두 계통─공통된 소프트웨어 모듈로 인해 소프

트웨어 CMF가 발생할 수 있다.

• Case 4: (서로 다른 제어 루프와 같이) 각 채널 내 서로 다른 기능

들로 이루어진 분산 시스템─각 채널은 공통된 소프트웨어 모듈로 

인해 소프트웨어 CMF가 발생할 수 있다.

• Case 5: 동일한 기본 기능(원자로 정지와 같이)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안전 동작 채널을 채택한 경우─두 채널 내 voting 알고리

즘과 같은 공통된 설계특성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CMF

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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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공통모드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여 계통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CMF 발생원인/대처방안에 대해서 하

드웨어/소프트웨어 별로 전반적인 분석을 수행하 다. 소프트웨어 자체로

는 결함에 완전 무결할 수 없고 따라서 CMF에 민감하다. 고 품질, 심층

방어 및 다양성 (D-in-D&D: Defense-in-Depth & Diversity) 방법 구축

이 CMF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n-D&D와 관련된 각종 규제요건 및 지침들을 

참조하여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에 적합한 CMF 분석절차를 도출하 다. 

그리고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CMF 분석에 있어서 인허가 차원에

서의 전반적인 평가항목들을 도출하 다. 

  심층방어 및 다양성 구축 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 분석을 적절히 수

행 하는가가 공통모드 고장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발전소 신

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심층방어 및 다양성 계획(plan) 및 분석

(analysis)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 다.

(2) CMF 발생 원인/대처방안 분석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CMF 발생 원인 및 대처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기인한 원인 및 대처방안으로 나누

어서 분석하 다 [2.4.-27].

      (가) 하드웨어에 의한 고장원인/대처방안

  보호계통 하드웨어의 고장에 기인한 CMF 발생 원인들은 크게 i) 먼지, 

주변온도, 습도, 진동 같은 외부 환경 향, ii) 설계결함, iii) 운전 및 보수 

결함, iv) 홍수, 화재와 같은 외부적인 재난 및 v) 기능적 결함 등에 의해

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25]. 하드웨어에 의한 CMF 발생

은 기능적 다양성, 기기 다양성, 물리적 격리, 설계 관리 통제, 기기/계통

이 안전한 상태로 되도록 고장모드 채택, 그리고 운전 관리 통제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 (표 2.4.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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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20 하드웨어 CMF 발생원인/대처방안 분류

Functional diversity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Equipment diversity

(a) Misunderstanding of process variable behavior
(b) Inadequacy of designed protective action
(c) Inappropriate instrumentation

Functional 
deficiency

Functional diversity
Physical separation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Equipment diversity

(a) Tornado
(b) Fire
(c) Flood
(d) Earthquake

External 
catastrophe

Functional diversity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Equipment diversity

(a) Miscalibration
(b) Inadequate or improper testing
(c) Outdated instructions or prints
(d) Carelessness in maintenance
(e) Other human factors 

Operation and 
Maintenance 
Errors

Functional diversity
Physical separation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a) Unrecognized interdependence between “independent”
subsystems, components

(b) Unrecognized electrical or mechanical dependence on common 
element

(c) Dependence on equipment or parameters whose failure or 
abnormality causes need for protection

Design 
Deficiency

Functional diversity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Proven design
Standardization
Equipment diversity

(a) Dust dirt
(b) Temperature
(c) Humidity moisture
(d) Vibration
(e) Electrical interference

External Normal 
Environment

Possible Preventive MeasureCausative Factors

Functional diversity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Equipment diversity

(a) Misunderstanding of process variable behavior
(b) Inadequacy of designed protective action
(c) Inappropriate instrumentation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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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separation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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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rnado
(b) Fire
(c) Flood
(d) Earthquake

External 
catastrophe

Functional diversity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Equipment diversity

(a) Miscalibration
(b) Inadequate or improper testing
(c) Outdated instructions or prints
(d) Carelessness in maintenance
(e) Other human factors 

Operation and 
Maintenance 
Errors

Functional diversity
Physical separation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Opera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a) Unrecognized interdependence between “independent”
subsystems, components

(b) Unrecognized electrical or mechanical dependence on common 
element

(c) Dependence on equipment or parameters whose failure or 
abnormality causes need for protection

Design 
Deficiency

Functional diversity
Design administrative controls
Safe failure modes
Proven design
Standardization
Equipment diversity

(a) Dust dirt
(b) Temperature
(c) Humidity moisture
(d) Vibration
(e) Electrical interference

External Normal 
Environment

Possible Preventive MeasureCausative Factors

 

      (나) 소프트웨어에 의한 고장원인/대처방안

  소프트웨어에 의한 CMF 발생 가능 원인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공통된 소프트웨어 모듈, 구조, 알고리즘, 도구 및 구축방법 사용, 또

는 동일한 개발 팀 투입 또는 동일한 조직 운 체계 적용,

-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또는 잘못 적용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및 소프트웨어 시방서 사용,

- 공통된 훈련 프로그램, 조직, 사고 과정(thinking processes) 및 설계 

접근방법 사용,

- 품질 중요도에서 우선 순위가 낮은 소프트웨어 모듈과의 연계.

  소프트웨어에 의한 CMF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품위의 소프트웨어 품

질보증 절차나 심층방어 및 다양성 개념을 도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2.4.-28]. 여러 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분석한 결

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성 개념들은 크게 기능적 다양성, 동일 기능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설계 시방서 구축, 서로 다른 하

드웨어 모듈, 언어 및 알고리즘 채택,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개발 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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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성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4-26][2.4-29].

•중요도에 있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특성 구현

- 기능적 다양성(functional diversity)

- 동일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설계 시방서

  적용

- 동일 시방서에 대해서 기능을 서로 다르게(N-version Software)

  구현

•시스템 레벨에서의 다양성 구현

- 서로 다른 시스템 구동 기준(actuation criteria)에 따라 

  독립된 시스템 적용

- 마이크로프로세서 사용 또는 하드웨어 기반 설계 같은 서로 

  다른 기본 기술 적용

- 컴퓨터, 하드웨어 모듈, 또는 주요 설계개념이 서로 다른 것을

  적용

-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미니컴퓨터와 같이 서로 다른 등급의 전산기술 적용 

•설계 접근 방법 특성 및 문제 해결 방안들을 적용:

- 처리 알고리즘

- 형식설정(configuration), 계량(calibration) 및 

  기능(functionality)에 대한 데이터

- 신호 입력 하드웨어

- 하드웨어 연계 및 통신

- 입력 샘플링 공정

- 프로그램 수행시간 순서

- 타이밍 절차

- 이력정보, 래치(latches) 및 변화율 사용

- 설계 및 구축 방법의 다양성

-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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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파일 체계

- 소프트웨어 도구

- 프로그래밍 기법

-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구조

- 동일 소프트웨어 모듈의 다른 사용방법

- 데이터 및 데이터 구조.

•테스트 중 다양성 구현(back to back testing)

•운 상의 다양성 접근:

- (강제성을 띠고)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계

- 설계 팀 간의 격리 및 팀 간의 교류 제한

- 요구사항이나 시방서에서의 애매한 사항들을 팀 간의 공식적인 

  교류로 해결

- 서로 다른 로직 정의 절차 적용

- 서로 다른 스탭 운

(3) 심층방어 및 다양성 관련 규제요건 및 지침

  원전 분야에서 심층방어 및 다양성 구축과 관련된 평가는 그림 2.4.20과 

같이 1979년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에서 개발한 RESAR-414, Integrated 

Protection System(IPS)을 대상으로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를 위해 

NUREG-0493 [2.4.-30] 지침 개발을 시초로 해서, SECY 91-292 [2.4.-31]

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전산계통에 대한 공통모드 고장에 대해 이슈를 제기

하면서 SECY-93-087 [2.4.-32], SECY-93-087에 대한 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SRM) [2.4.-33] 등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US NRC에서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에 대한 네 가지 규제요건을 발표했다. 이 규제요

건들은 심층방어 및 다양성에 대한 바이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NUREG/CR-6303 [2.4.-28] (NUREG-0493을 기반으로 작성)과 NUREG- 

0800, BTP HICB-19 [2.4.-34]에도 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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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 RESAR-414 contents
• More detaile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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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D&D Analysis”

“Revised and extended to”

Staff concerns on D-
in-D&D in advanced 
reactors were 
Initially set f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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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s 4 point positions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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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P BTP-19

그림 2.4.20 심층방어 및 다양성과 관련된 규제요건 및 지침

  US NRC에서는 디지털 I&C 계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심층방

어 및 다양성 구축 요건(four-point position on D-in-D&D)들을 제안하고 

있고 국내 KINS에서도 이 요건들을 현재 수용하고 있다 [2.4-25].

① 인허가 신청자는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취약점(vulnerabilities)들을 정

확하게 기술하 음을 입증하기 위해, 대상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심층

방어 및 다양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설계 결함은 평가

에서 공통모드 고장 발생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벤더 또는 신청자가 평가를 수행 할 때, 최적평가 방법(best-estimate 

methods)을 사용해서 안전분석보고서(SAR: Safety Analysis Report)

의 사고분석 Chapter 15에서 평가 대상 사고들에 대해서 예견되는 공

통모드 고장들을 분석해야 한다. 벤더 또는 신청자는 각 사고에 대해

서 적절한 다양성 기법들이 설계에 반 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③ 예측 가능한 공통모드 고장이 원자로 보호계통과 같은 안전기능을 불

능으로 만들 때, 다양성을 갖춘 수단이 같은 공통 모드 고장으로 인해 

향을 받지 않으면서 동일한 안전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안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 기반으로 보여야 한다. 비안전 계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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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다양성을 갖추거나 또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이 연관된 사

고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하면 무방하다 

(다양한 수단으로는 다른 디지털 계통이나 또는 아날로그 계통도 수용 

가능하다. 주제어실내 운전원의 수동 조치사항도 충분한 시간과 정보

가 제공된다면 수용 가능하다. 다양성 구축의 형태와 정도는 각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르고 개별적으로 평가된다.).   

④ 계통 수준에서의 필수안전 기능들에 대한 운전원 수동 조치 및 안전 

기능을 나타내기 위한 변수들을 감시하기 위해 주제어실내 표시장치 

및 제어기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표시장치 및 제어기들은 디지털 

안전계통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규제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풀어 쓸 수 있다.

•신청자는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취약점들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평가에서 가능한 공통모드 고장은 Chapter 15에 기술된 각 사고와 

연관시켜서 예측해야 한다.

•공통모드 고장과 연관된 사고 전개과정에 대한 향 평가는 최적

평가 기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분석은 적절한 다양성을 입증해야 한다.

•다양성 기기/계통들은 고장 시 동일한 공통모드 고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기기/계통들은 동일 기능을 수행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

해야 한다.

•고 품질, 비 안전기기들은 공통모드 고장에 대비한 다양한 기기로 

취급될 수 있다.

•필수안전 기능들을 계통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해 (동일 공통모드 

고장을 유발하지 않는) 수동 제어기 및 표시장치들이 주제어실내

에 설치되어야 한다.

(4) CMF 분석 절차 도출

  NUREG-0800, BTP HICB-19 [2.4.-34]서 제안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보호계통에서의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절차는 그림 2.4.21과 같다. 예측 

가능한 초기유발 사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심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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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계층(echelon)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운전원에게 다양성 표시장치 및 

수동 제어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양성 검토에서는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

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적인 검토 항목들을 고려할 수 있다.

Review of defense-
in-depth and

diversity

Determination made by review
of applicant’s defense-in-depth
& diversity analysis or
independent analysis by the regulator. 
Scope is limited to functions
performed by digital systems.

Adequate manual
controls and diverse
displays provided?

Exit Yes

At least two
independent

echelons of defense
for each postulated

event?

Adequate diversity
provided?

Exit No

N

N

N

Y

Y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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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s provided?

Exit Yes

At leas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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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elons of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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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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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Y
 

그림 2.4.21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절차

  그림 2.4.21의 절차와 함께 그림 2.4.22와 같이 NUREG/CR-6303에서 제

안하고 있는 지침들을 참고해서 그림 2.4.23 같이 디지털 보호계통 공통모

드 고장 분석 절차를 최종적으로 도출하 다.

     (가) 블록 다이어그램 개발 

  일반적으로 NUREG/CR-6303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을 위해서 보호계통과는 별도로 다양성을 띤 완화계통(mitigation 

system)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I&C 계통 블록 다이어그램을 개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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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NUREG/CR-6303, Guideline 4에서 기술한 네 가지 

심층방어 계층(four echelons of defense in depth)을 나타내야 한다. 여기

서 I&C 계통에서의 네 가지 심층방어 계층이란 i) 제어계통, ii) 원자로보

호계통, iii) 공학적 안전설비계통 및 iv) 감시 및 지시계통을 말한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NUREG/CR-6303, Guideline 13과 14에서 제시하고 있

는 기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운전원을 위한 표시장치 및 수동 제어기들

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NUREG/CR-6303, Guideline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블록 내부의 고장

은 다른 블록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공통 설계 결함으로 인한) 전파가 되

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통 내 블록을 선정해야 한

다. 블록들은 이러한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통 내 최소 부위로 나눌 

수 있지만 범위가 큰 블록으로도 선정할 수  있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블록들 간의 모든 입출력 연계사항들을 나타내야 한

다. 연계관계는 간단하게 기술해야 하지만 분석자는 어떤 종류의 정보가 

전달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 다양성 결정

  각 계통, 하부계통 및 블록들은 블록 다이어그램 내에서 다른 요소와 다

양성을 띠고 있는가 평가해야 한다. NUREG/CR-6303, Guideline 2에서는 

어떤 블록의 그룹들이 공통모드 고장에 취약한가, 취약하지 않은가에 대해

서 판단 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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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Choosing BlocksG1: Choosing Blocks
• Physical failure containment
• Logical failure containment

G2: Determining DiversityG2: Determining Diversity
• Design diversity
• Equipment diversity
• Functional diversity
• Human diversity
• Signal diversity
• Software diversity

G3: System Failure TypesG3: System Failure Types
• Type 1 failures
• Type 2 failures
• Type 3 failures

G4: Echelon RequirementG4: Echelon Requirement
• Control echelon
• Reactor trip echelon
• ESFAS echelon
• Monitoring and indication echelon

G5: Method of EvaluationG5: Method of Evaluation

G6: Postulated CMFs of BlocksG6: Postulated CMFs of Blocks

G7: Use of  Identical H/W and S/W ModulesG7: Use of  Identical H/W and S/W Modules

G8: Effect of Other BlocksG8: Effect of Other Blocks

G9: Output SignalsG9: Output Signals

G10: Diversity for AOOsG10: Diversity for AOOs

G11: Diversity for AccidentsG11: Diversity for Accidents

G12: Diversity Among Echelons of DefenseG12: Diversity Among Echelons of Defense

• Control/Reactor Trip Interaction
• Control/ESFAS Interaction
• Reactor Trip/ESFAS Interaction

G13: Plant MonitoringG13: Plant Monitoring

G14: Manual Operator ActionG14: Manual Operator Action

Event R
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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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2 NUREG/CR-6303에서 기술된 Guideline 구성

S1: Develop an I&C system block diagram.

S2: Determine diversity.

S3: Determine the system effects of CMF.

S4: Determine the plant response
in the presence of CMFs.

S5: Analyze diverse displays and manual controls

S6: Summary findings on vulnerabilities

S7: Documentation in a report

• Selection of blocks: G1
• Depiction of four echelons of D-in-D&D: G4
• Consideration of the operator displays and controls: G13 & G14

• Examination of candidate blocks: G2
• Which blocks are identical for analysis purposes?: G7
• Which will be considered diverse?: G7

• Postulation of concurrent failure for each set of 
identical blocks:  G5, G6 and G7

• The effect on the system: G8 and G9
• Consideration of failure types: G3

• To detect vulnerabilities to the three system failure types (as defined in G3)
• For AOOs: G10
• For DBAs: G11
• Demonstration of diversity among echelons of defense: G12

• Analysis of the diverse displays: G13
• Analysis of the diverse manual controls: G14

• Summary and discussion identified by the analysis
• Each vulnerability should be examined and resolved.

S1: Develop an I&C system block diagram.

S2: Determine diversity.

S3: Determine the system effects of CMF.

S4: Determine the plant response
in the presence of CMFs.

S5: Analyze diverse displays and manual controls

S6: Summary findings on vulnerabilities

S7: Documentation in a report

• Selection of blocks: G1
• Depiction of four echelons of D-in-D&D: G4
• Consideration of the operator displays and controls: G13 & G14

• Examination of candidate blocks: G2
• Which blocks are identical for analysis purposes?: G7
• Which will be considered diverse?: G7

• Postulation of concurrent failure for each set of 
identical blocks:  G5, G6 and G7

• The effect on the system: G8 and G9
• Consideration of failure types: G3

• To detect vulnerabilities to the three system failure types (as defined in G3)
• For AOOs: G10
• For DBAs: G11
• Demonstration of diversity among echelons of defense: G12

• Analysis of the diverse displays: G13
• Analysis of the diverse manual controls: G14

• Summary and discussion identified by the analysis
• Each vulnerability should be examined and resolved.

그림 2.4.23 도출된 디지털 보호계통 공통모드 고장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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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을 할 때는 각 블록에 대해서 먼저 기술하고, 선정된 블록과 다른 

블록에 향을 미치는 공통모드 고장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하

면 된다.

  NUREG/CR-6303에 의하면 다양성은 크게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성 

인자들로 나눌 수 있다.

• 설계 다양성(Design Diversity)―인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같은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두 설계 사이에서 다양성이 증가하는 요인 (감소 

순서)

- 서로 다른 기술(예를 들어 아날로그 대 디지털)

- 같은 기술 내 서로 다른 접근방법(예, transformer-coupled 

  AC 계측기 및 DC-coupled 계측기)

- 서로 다른 구조 (즉, 기기의 배치 및 연결 방법)

• 기기 다양성(Equipment Diversity)―기기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감소 순서)

- 기본적으로 다른 설계방식(다른 제조사 기기 채택)

- 기본적으로 다른 설계방식(동일 제조사 기기 채택)

- 동일 설계지만 서로 다른 제조사에 의해 제작

- 동일 설계지만 서로 다른 버전

• 기능 다양성(Functional Diversity)―기능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

인(감소 순서)

- 서로 다른 메커니즘 구현(예, 자연 대류방식 대 펌프에 의한 강 

  제순환 방식, 제어봉 삽입 대 붕소 독소주입(boron poisoning))

- 서로 다른 목적, 기능(예, 정상적인 제어봉 제어 대 원자로 

  트립을 위한 제어봉 삽입), 제어 논리 또는 조작 수단 사용

- 서로 다른 응답시간 범위(예, 일차계통의 사고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이차계통의 운전에 의해서 대처).

• 인적 다양성(Human Diversity)―설계에 인간공학적 다양성을 증가

시키는 요인(감소 순서)

- 서로 다른 설계 조직(예, 회사)

- 동일 회사 내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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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설계사, 엔지니어 또는 프로그래머

- 서로 다른 검증요원, 설치요원 또는 인증 요원

• 신호 다양성(Signal Diversity)―신호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감

소 순서)

- 서로 다른 물리적 작용(예, 압력 또는 중성자 속)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원자로 또는 공정 변수들

- 동일 물리적 작용(예, 압력 대 수위 또는 다른 압력 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유량)에 의해 감지되는 서로 다른 원자로 또는 

  공정 변수들

- 유사한 센서(예, 보호기기의 다양한 설계를 위해 4채널의 다중

  수위센서들)의 다중 세트에 의해 감지되는 동일한 원자로 

  또는 공정 변수들

• 소프트웨어 다양성(Software Diversity)―인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설계 간의 다양성을 증가시키

는 요인 (감소 순서)

- 서로 다른 알고리즘, 논리, 그리고 프로그램 구조

- 서로 다른 시간 순의 프로그램 수행

- 서로 다른 운 체계(OS) 채택

- 서로 다른 전산언어 채택

  각각의 다양성 특성 인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다양

성 특성 인자들 중 어떤 인자가 가장 중요한 지를 결정해야 한다.

• 두 가지 하부 계통간의 다양성 인자 중 가장 뚜렷한 것은 설계 다양

성이다. 아날로그 하부 계통은 디지털 하부 계통에 대해서 별도의 

다양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두 가지 디지털 계통(제한된 설계 다양성)간에는 얼마간의 기능 및 

신호 다양성 또는 소프트웨어 다양성이 갖추어 졌을 때 서로 다른 

제조사(인적 다양성)에 의해 제작된 전산기기(기기 다양성)들은 다양

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 동일 제조사(제한된 인적 다양성)와 동일 기기(제한된 기기 다양성)의 

경우는 기능적 다양성 또는 신호 다양성과 결합한 소프트웨어 다양성



- 375 -

추구가 두 하부 계통들을 서로 다양성을 띠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양성 결정 시 어떤 경우에든 각각의 다양성 특성 인자들을 고려해서 

종합화해서 충분한 다양성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 공통모드 고장의 계통 향을 결정 

  보호계통 내 동일 블록의 각 세트에 대해서 동시 발생 고장은 

NUREG/CR-6303, Guideline 5, 6, 7에 따라 예측해야 한다. 보호계통에 대

한 향은 Guideline 8, 9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분석에서는 

Guideline 3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장유형(failure type)을 고려해야 한다 

[2.4-28].

  계통 기기에 대한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파급효과가 규명되면 설계기반 

사고에 대해 보호계통 응답에 대한 향을 평가한다. 발전소 안전분석에서 

분석한 각 사고와 이 사고에 향을 미치는 공통모드 고장에 대해서 분석

해야 한다. 각 사고와 더불어 발생하는 공통모드 고장에 대해서 적어도 하

나 이상의 다양한 보호 메커니즘이 가용 한 지를 분석해야 한다. 

      (라) 공통모드 고장 상황 하에서 발전소 응답을 결정 

  NUREG/CR-6303, Guideline 10에 기술된 일차 보호계통 고장과 결부된 

"예상 과도현상(AOO: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발생 시, 최

적평가기법을 사용한 심층방어 분석의 목적은 10 CFR 100 dose limit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일차 냉각재 압력 경계의 건전성에 위

배되지 않아야 한다. 

  NUREG/CR-6303, Guideline 11에 기술된 "설계기반 사고(DBA: Design 

Basis Accident)"에 대해서는 최적평가기법을 사용한 심층방어 분석의 목

적은 10 CFR 100 dose limit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일차계통 압

력 경계의 건전성 및 격납용기 건전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다양성 표시장치 및 수동 제어기 분석 

  백업으로 제공되는 다양성표시장치 및 수동제어기는 NUREG/CR-6303, 

Guideline 13, 14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이것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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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한다. 원자로 보호계통의 감시를 위한 연계 기기 및 소프트웨어는 

계통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던가 복잡성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감

시나 표시장치의 고장이 보호계통 기능에 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2.4-34]

  분석 시 감시장치의 고장으로 운전원이 발전소를 안전 제한치 또는 운

전 제한 조건을 어기면서 운전을 시도할 때 보호계통 기능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이거나, 운전원에 의해 발생되는 이런 과도상태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발전소에 악 향이 없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US NRC의 네 번째 요건에서는 운전원들이 필수안전기능에 대해 계통 

수준에서의 조작을 위해 독립적이고 다양한 표시장치 및 수동제어기가 가

용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수안전 기능들을 

규명하고 Regulatory Guide 1.97 [2.4-35]을 지침으로 해서 운전원 판단에 

필요한 변수들을 규명하고, 필요한 센서 채널, 표시장치, 그리고 수동제어

기가 제어계통 및 보호계통으로부터 다양하고 독립적인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수동 운전원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만족하면 예견되는 

공통원인 고장에 대해 다양한 대처수단으로 볼 수 있다.

● 예견되는 CMF 및 이 향들이 운전원 조치사항을 위해 표시되는 정

보 및 운전원 수동 조치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충분한 정보가 운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운전원이 분석하고, 결정하고 조치사항을 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

어야 한다.

● 운전원이 운전원 기능에 대해 적절히 가능한 오류를 검출하고, 분석

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정보와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바) 취약점에 대한 요약 정리 

  분석 시 규명된 취약점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기술해야 한다. 취약점 발

견사항을 요약하기 위해 차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각 취약점들에 대해서 

분석하여 해결을 해야 한다.  해결방안은 계통 수정을 하거나 취약점을 수

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정당성을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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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보고서로 문서화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결과는 최종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정보들은 분석 시 각각 취합하여 최종보고서

로 작성할 때 정보들을 최종 형태로 정리하면 된다.

(5)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 항목 도출

  CMF 방어를 위해서는 디지털 보호계통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심층방어 및 다양성 관련 문

건들을 분석하여 인허가 차원에서 체크해야 할 평가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가) 분석 데이터의 가용성 및 완전성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 시 신청자의 안전분석보고서(SAR: Safety 

Analysis Report)가 필요하다. 특히 Chapter 7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기

술), Chapter 15 (설계기반 사고에 대한 기술) 및 Chapter 18 (비상운전절

차에 대한 기술)이 평가 시 분석 데이터로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리

고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항목들이 빠짐없이 기술되어 있는가를 체크 

해야 한다.

      (나) 분석 시 가정

  분석 시 가정(assumptions)은 NUREG/CR-6303의 Section 6에 따라 가

정 사항 종류(Worst-Case Assumptions, Assumptions Based on System 

Structure, Assumptions for Echelon of Defense-in-Depth, Evaluation 

Criteria 등)별로 기술해야 한다. 신청자는 설계 불확실도 관점에서 제기된 

가정 사항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다) 분석 방법

  NUREG/CR-6303의 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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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정이 있을 시는 이를 기술하고 수정된 방법이 적절하고 기술적으로

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계통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 표현방법

  평가 대상 계통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고 블록 내 연관관

계는 나타내지 않아도 된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예측 가능한 CMF 발

생에 대해서 분석할 기본적인 계통 모델이 된다. 블록 선택은 

NUREG/CR-6303의 Guideline 1에 따라야 수행한다. 

      (마) 블록 고장의 예측

  선택된 블록에 대해 가능한 고장 유형을 기술해야 한다. NUREG/ 

CR-6303 Guideline 3에 각 고장 유형(Type 1, Type 2 및 Type 3 고장)

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보호계통 내 블록 고장으로 인한 공통모드 고장

을 예측하는 방법 (Guideline 5, 6에서 기술)에 따라 각 고장 유형을 계통 

모델에 적용시켜야 한다. 

      (바) 동일 블록 

  어떤 블록이 동일한 블록인 지를 결정하고 블록의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NUREG/CR-6303, Guidelines 1, 2, 7 참조).

      (사) 다른 블록의 향 

  예측 가능한 블록 고장이 다른 정상적인 블록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를 분석해야 한다 (NUREG/CR-6303, Guideline 8 참조).

      (아) 블록의 출력 신호 

  블록의 출력신호는 한쪽 방향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한다. 즉, 고장 파급

이 역으로 이전 블록의 출력 단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379 -

(NUREG/CR-6303, Guideline 9 참조). 아울러 전기적 격리와 통신 격리가 

요구된다. 

      (자) 발전소에 대한 별도 트립 방법 또는 사건 개시 전개과정 규명

  일차 원자로 트립 계통이 원자로를 트립 시키는데 실패했을 때 발전소 

사건 전개과정에 대한 적절한 열수력학적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사용되는 

분석 도구 및 방법들은 발전소에 대한 다른 안전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것

과 일치해야  하지만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에서는 보수적인 방법과 가

정 보다는 최적평가(best-estimate) (실제적인 가정) 방법을 사용한다. 일

차적인 트립 채널이 고장났을 때 SAR Chapter 15에서 열수력학적으로 분

석된 사건 개시 전개과정을 규명하면 된다. 평가에서는 적용된 최적평가 

방법 및 가정 사항들이 수용 가능한 가를 검토한다.

      (차) 발전소에 대한 별도 완화 대처능력 규명

  각 설계기반 사고에 대해서 별도의 발전소 완화 기능(mitigation 

capabilities)이 제공되는가 고려해야 한다. 공통모드 고장이 일차적인 원자

로 트립 계통 내에서 발생되어 이 트립 계통이 불능일 때 자동 동작으로 

별도의 안전 기능이 사건의 전개과정을 적절히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건 대응에 대해서 운전원 조작이 별도의 다양한 대처기능일 때는 운전

원이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하게 정보(지시계)가 제공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카) 수동 표시장치 및 제어기들에 대한 정확성 

  US NRC의 네가지 규제요건(NRC's four point position)에 따라 수동제

어기 및 표시장치들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은 심층

방어 및 다양성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하거나 별도의 분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발전소 상태를 감시하고 운전원이 발전소를 고온정지 상태로 돌

릴 수 있도록 수동제어기 및 표시장치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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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동제어기 및 표시장치들은 발전소 필수안전 기능들을 감시하고 제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동 대처능력은 하드웨어로 구성되고, 계통 수

준에서의 제어 및 표시장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수동 제어기는 발전소 디지털 계측 안전계통 출력 단 하위 계층

(downstream)으로 연결되어야 하지만 현장 전기, 전자 캐비닛과 발전소의 

전자기 기기 사이의 연결 케이블이나 연계 부분의 건전성에 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안전계통 구성 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계통 수준의 조작을 

위해서 제어기는 아날로그 기기나 간단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전용 기기에 

연결될 수 있다.

  인간공학적인 원칙 및 기준들이 표시장치와 제어기 선정 및 설계에 적

용되어야 한다. 인간수행도 요건들은 발전소 안전 기준사항과 연관해서 기

술해야 한다. 인간공학 수행도 요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입증된 인간공학 

Standard와 설계기법들을 적용시켜야 한다.

      (타) 공통모드 고장 원인에 대한 취약점 도출

  예측된 공통모드 고장 상황 하에서 트립 불능 또는 조작 불능 같은 발

전소 상황에 대한 지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분석

에서 NUREG/CR-6303의 Guidelines 10, 11, 12 에서 제시된 허용 기준들

을 만족하는데 실패했을 때 취약점(vulnerabilities)이 존재한다. 상세 분석

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을 결과에 반 하기 위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신

중히 분석을 해야 한다.

      (파) 분석에 대한 결론 사항 도출

  모든 요구사항들이 설계변경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안하고도 만족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론 사항들에 대해서 도출해야 한다.

      (하) 해결치 못한 특정취약점에 대해 규제 측면에서의 정당성 기술

  규명된 어떤 취약점이 별도의 트립, 개시 또는 완화 기능 등으로 대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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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때 이에 대한 설계 정당성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 정당성 기

술은 분석 시 관심 대상 계통 범위를 벗어나서 사건의 전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통의 가용성을 기술하는데 주안을 두면 된다. 예를 들어, 대형 

냉각재 상실사고나 주 증기관 파단사고와 같은 사고에 대한 대응에 향

을 주는 I&C 계통의 취약점에 대해서는 허용되어 왔다. 허용된 이유는 일

차 및 이차 냉각재 계통 누출 탐지와 운전원이 작은 누출을 감지하고 대

형 누출이 일어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전절차서가 제

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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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4 심층방어 및 다양성 계획 및 분석 업무 분류

(6) 심층방어 및 다양성 계획 및 분석 문서 작성방법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NUREG-0800, BTP-19에 따라 크게 계획(Plan) 및 분석(Analysis) 업무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그림 2.4.24 참조). 계획 문서에서는 목적, 범위, 

조직 및 의무사항 및 스케쥴에 대해서 기술해야 하며 분석에서 사용될 분

석 방법, 도구, 문서화 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분석 문서에서는 분서절차에서 적용된 분석 방법, 계통 기술, 분석 시 

가정사항들, 발견된 공통모드 고장에 대한 취약점 및 정당성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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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해야 한다. 그림 2.4.25 분석 문서에서 기술해야 할 전형적인 목차 예

를 나타내고 있다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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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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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5 심층방어 및 다양성 분석 문서 목차 예

    

라. 실시간 성능분석 평가 지침서 개발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의 성능분석은 안전계통설계에서 부과된 시

간 요건이 모든 운전 모드에서 만족함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시간 요건은 

일반적으로 센서로부터 신호를 취득하여 구동기로 작동신호를 내 보낼 때

까지의 최대 경과시간을 말한다. 현재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제시한 실시

간 성능에 대한 인허가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과학기술부 고시 제01 - X09호 

- 원자로시설의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기준

- 안전성 디지털-기반 계측제어계통에 관한 규제지침

(1) 규제지침 2: 디지털-기반 계측제어계통의 실시간 성능평가

  실시간 디지털-기반 계측제어계통(이하 “실시간 시스템”)은 외부의 사건

(event)에 대응하여 제어 또는 안전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실시간 시스템

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엄격한 타이밍 및 성능 제약조건 하에서 빠른 데

이터 취득과 소정의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 시스템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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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real world)가 요구하는 시간 프레임(time frame) 안에 응답해야 하므

로, 동 시스템의 설계에는 엄격한 성능요건(예, 응답시간, 정확도, 범위 등) 

제약조건들이 부여되며 그 성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조, 운 체제

(OS)의 특성과 응용 요구사항,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칙성과 설계

의 현안사항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한편 실시간 시스템의 소프트웨

어 개발은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에 비하여 세 가지 특징들이 있다. 첫째, 

실시간 시스템의 설계는 자원(resource)의 제약을 받게 된다. 실시간 시스

템의 일차적인 자원은 시간이다. 즉 태스크는 주어진 CPU 싸이클 내에 끝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실시간 시스템은 크기가 작아야 하고 복잡하

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아주 복잡한 실시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실제로 시간에 결정적인(time-critical) 코드 부분은 전체코드의 일

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일부가 시간과 결부됨으로 인하여 

가장 처리하기 힘든 복잡한 부분이 된다. 셋째, 실시간 시스템은 사용자가 

없이 동작해야 한다. 즉 실시간 소프트웨어는 고장을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검출해야 하고, 데이터의 손상이나 완전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보호 및 안전계통의 실시간 성능은 관련 규제요건과 안전

성분석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보호계통이나 안전관

련 계측제어계통의 성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척도로는 응답시간, 정확도

와 측정 범위를 들고 있다. 원자로보호계통의 응답시간 제한치는 원자로출

력 진동억제, 핵연료 설계제한치 초과방지, 비냉각(non-coolable) 노심 구조 

손상방지 등과 같은 사고해석 또는 운 기술지침서의 응답시간기준에 근

거해야 한다. 정확도와 측정 범위 역시 사고해석 또는 안전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원자로보호계통의 실시간 성능은 

사고해석 및 기술지침서의 응답시간기준을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가 관건

이다. 따라서 본 규제지침에서는 원전의 안전관련 실시간 시스템의 통합 

및 성능문제, 예측성 설계, 타이밍 분석, 스케줄링 및 우선순위 분석, 시제

품 제작 및 활용, 실시간 성능모델 및 측정, 그리고 실시간 운 체제에 대

한 검증 등의 안전현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상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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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간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응답시간 제한치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된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응답시간에 의

한 성능현안 평가는 첫째 각 프로세서에서 각 측정된 변수에 할당한 타이

밍 제한시간과 통신지연시간을 고려하여 합산한 전체응답시간이 사고해석 

또는 운 기술지침서의 요구 값보다 적거나 또는 같은지, 둘째 각 프로세

서에서 각 변수의 타이밍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련 변수들을 적절하

게 스케줄링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이다. 첫 번째 현안은 시스템 구성요소

들에 대한 타이밍 분석(예, 모듈 및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및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고, 두 번째 현안은 관련 변수(또는 태스크)들에 대한 실행가능

성 또는 스케줄가능성(schedulability) 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①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실시간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응

답시간 제한치는 노심 출력진동억제, 핵연료 설계제한치 초과방지, 노심냉

각구조 파손방지 등과 같은 사고해석 및 운 기술지침서의 안전요건에 따

라 설정되어야 한다.

(나) 디지털 컴퓨터의 타이밍 요건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된 컴퓨터시스템의 타이밍 요건은 동 계통

에 대한 응답시간 제한치로부터 할당받게 되며 설계기준문서(예, SRS)에

서 규정된다. 디지털 컴퓨터의 타이밍 요건은 다음과 같은 지침들을 만족

하여야 한다.

① 컴퓨터시스템의 타이밍은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응답시간 제한치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통신계통의 특성들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 안전성-필수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모듈들에 

대해서는 정적 타이밍 분석 또는 그와 동등한 동적 타이밍 분석이 수행되

고, 할당된 타이밍 요건을 만족해야 할 기능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예측 가능한 소프트웨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어떤 시스템이 타이밍 요건을 만족할 것인지를 예

측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의 실행시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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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측 가능한 바운드를 설정하는 것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하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코드 모듈들에 대한 엄격한 제한치, 부정확한 

계산 배제, 코드모듈그룹에 대한 엄격한 제한치 또는 데드라인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중지명령 등의 방법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안전성-필수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결정론적

(deterministic) 실행시간 제한치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안전성-필수코

드의 실행시간이 예측 가능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상기 방법 또는 다

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 실증은 하드웨어의 불확정성에 따른 향

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모듈 타이밍 분석

  위험한 코딩관례들이 배제된 코드 모듈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타이밍 분

석은 가능할 것으로 판명되었다. 선점(preemption), 배타(exception), 그리고 

자원 차단(block)과 같은 코딩관례들은 단순한 코드모듈 분석으로는 설명

되지 않으며, 한정된 불확정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듈의 예측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는 한 가지 타

당한 방법은 단순한 타이밍 분석기가 원시코드를 면 히 조사하여 코드의 

하한과 상한 실행시간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불확정성을 갖는 코딩 관례들

을 억제한다. 이것이 정적 타이밍 분석이다.

① 안전성-필수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모듈들에 

대해서는 정적 타이밍 분석 또는 그와 동등한 동적 타이밍 분석을 수행하

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마) 스케줄링 및 데드라인

  정적 스케줄링 되는 실시간 시스템은 만약 각 개별 코드 모듈의 실행시

간이 예측 가능하다면 예측성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동적 스케줄링되

는 어떤 유형의 시스템일지라도 세부적인 필수 태스크들이 관련 데드라인

을 만족한다면 역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① 안전성-필수 실시간 시스템의 모든 태스크들이 관련된 데드라인을 만

족할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어떠한 방법도 정적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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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스템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안전성-필수 실시간 보호 및 제어계통은 순환실행(cyclic 

executives) 스케줄링을 사용해 오고 있다. 순환 실행 스케줄링은 프로세스

(process)의 실행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며, 그 실행 구조는 프로세스들

에 대한 일정한 순서를 결정하고 수행하는 루프(loop)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세스의 호출은 주기적 순서에 의하여 수행되고 마지막 프로세스가 수

행된 다음에는 클록함수를 호출하여 루프의 한 주기가 종료되어야 할 시

간까지의 남은 시간만큼 첫 번째 프로세스를 지연시켰다가 다시 실행한다. 

따라서 루프에서 첫 번째 시작은 항상 클록에서 정한 일정한 시간간격으

로 수행한다.

② 안전성-필수 실시간 시스템의 프로세서가 수행하는 가장 긴 경로

(path), 다시 말하면 최악의 실행경로가 예측 및 분석되고 시험을 통해 검

증되어야 한다. 최악의 경로를 따라 수행되는 모든 프로세스들에 대한 실

행시간 합계는 할당된 타이밍기준보다 적어야 한다.

  순환 실행 스케줄링은 루프 안의 모든 프로세스를 동일한 실행 횟수와 

동일한 우선순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한다. 만약 그 실행 횟수를 증

가하는 경우에는 중첩 루프(nested loop)에서의 호출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실행 횟수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타이밍 분석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

③ 안전성-필수 실시간 시스템의 순환 실행 알고리즘에 중첩 루프를 사용

할 때에는 그 구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중첩 루프의 사

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 통신계통의 스케줄링 및 구조

  비록 통신계통이 결정론적 특성을 갖더라도, 만약 메시지 전달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필수 메시지들이 시간적으로 서로 

충돌한다면 모(母) 계통의 데드라인 성능은 여전히 실패할 수 있다.

① 모(母) 계통의 일부인 통신계통도 역시 스케줄링에 포함되어야 한다. 

메시지가 적시에 도착할 것인지를 입증하는 어떠한 방법도 정적 스케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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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스템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상태-기반(state-based) 통신계통은 사건-기반(event-based) 통신계통에 비

해 통신 대역폭을 비능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비상시에는 

예측 가능한 성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통신설계

는 데이터 비율이 크지 않고 신호처리 및 의사결정 알고리즘이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원자로 보호계통의 통신은 동 계통의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통신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② 안전성-필수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된 데이터 통신계통은 사건-기반 구

조보다는 상태-기반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데이터 통신계통이 비결정론적(non-deterministic) 특성을 갖는다면 통신

지연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전체계통의 기능 실패를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된 데이터 통신계통은 결정론적

(deterministic)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결정론적 통신계통의 경우에

도 오류복구 시에는 비결정론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큰-패

싱 네트워크는 상실된 토큰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원상 복구할 때 

무작위(random)로 지연될 수 있다.

③ 안전성-필수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된 데이터 통신계통은 결정론적 설

계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비록 결정론적 통신계통이라도 오류복

구조건의 정의와 비결정론적 거동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심층

방어 또는 다양성 설계로 보상되어야 한다.

(사) 위험한 설계관례

  선점(preemption), 배타(인터럽트 포함), 자원 차단, 또는 원시코드의 타

이밍 분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위험한 코딩 관례들이 실시간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경우 단순한 모듈 타이밍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거나 또는 분석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①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설계기준문서(예, SRS)에는 동 계통의 타

이밍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타이밍 요건의 준수에 향을 미칠 

수 있거나, 가급적이면 사용을 피해야 할 위험한 설계관례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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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결정적 데이터 통신, 비결정적 계산수행, 인터럽트 사용, 멀티태스킹, 

동적 스케줄링, 그리고 사건-구동(event-driven) 설계와 같은 위험한 설계관

례들은 회피해야 한다. 그러한 설계관례들이 부득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와 관련된 위험도(risk)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③ 위험한 코딩 관례를 채택한 실시간 안전계통의 경우 그 예측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정적 타이밍 분석과 같은 정도의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

어야 한다.

(아) 실시간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구조

  실시간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성능을 평가할 때에는 그 계통의 구조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구조는 그 계통의 구성요

소들간에 통신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성능에 향을 미치게 되며, 그 계

통의 각종 구성요소에 할당된 기능이 타이밍에 향을 미친다. 또한 계통 

구조는 다른 단순한 구성요소의 배열에 의해서도 예기치 못한 상호 작용

을 하므로 타이밍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다중성과 다양성 요건이 

많은 구성요소의 추가와 상호 연결 때문에 타이밍 분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① 안전성 필수 실시간 시스템의 센서와 작동기간에 생기는 통신지연과 

계산지연의 횟수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시스템 구조가 제시되

어야 한다.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조의 구성요소들에 할당된 지연시간이 

타이밍 분석결과 또는 그 밖의 타당한 근거에 의거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예비설계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연시간 추정치가 

제시되고, 상세한 설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단위수준까지 확정된 타이밍 기

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실시간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설계에는 실증된 방법과 기기가 사용되

어야 한다. 타이밍 적합성 평가에서는 전체계통이 타이밍 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계통의 구성요소들에게 할당한 타이밍 목표치를 

입증해야 한다. 타이밍 목표치는 내부 또는 외부 통신지연뿐만 아니라 적

절한 여유도(margin)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능의 일부 또는 안전계통에 향을 줄 수 있는 비결정적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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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안전기능의 일부가 아니므로, 어떠한 안전동작에도 

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 타이밍요건이 소프트웨어 구조설계단계에서 제시 및 검증

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디스크 구동기, 프린터 혹은 다른 장치, 정지

(halt) 또는 고장에 종속된 구조 요소들이 원자로보호계통의 동작에 향

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 실시간 시스템 모델에 의한 성능확인

  실시간 시스템의 타이밍 성능확인을 위한 방법들은 설계내용과 일치하

여야 한다. 그 시스템이 시스템 부하조건, 그리고 설계기준사건 중에서 합

리적이면서 무작위로 선정된 하부기능들에 대하여 제한된 응답시간을 만

족하는지 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하부기능은 제한된 부하조건들을 

포함해야 하고 그 시스템을 설계했던 사람과는 다른 독립된 요원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측정방법은 요구되는 분해능과 상세함에 맞게 적절히 선

정되어야 한다. 타이밍 측정은 성능궤적을 만족하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경

우는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이 규제지침에는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의 실시간 성능에 관한 자세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2) 평가지침

  실시간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때 시스템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디

지털 시스템의 구조는 시스템내의 구성요소들간의 통신에 따른 시간과 각 

구성요소에 배정된 기능들이 타이밍에 향을 주므로 성능에 향을 미치

게 된다. 그 이유는 구성요소들을 다르게 배열한 경우 예상치 못한 상호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중성 및 다양성에 관한 요건들은 많

은 구성요소들을 요구하고, 그것들간의 상호결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타이

밍 분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타이밍요건이 시스템 구조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한 기능 또는 기

능그룹을 한 개의 프로세서에서 처리되거나 또는 그 기능들이 분산된 위

치에서는 충분한 계산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타이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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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또한 시스템을 몇 개의 프로세서들로 분할하거나 또는 코드조정에 

의해 복잡성이 가중되고, 그로 인해 소프트웨어제품을 이해하고, 확인 또

는 유지하는데 어렵게 만든다.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분석 단계와 구조적 설계 단계에서 실시간 성능 관

련하여 점검해야할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표 2.4.21]

표 2.4.21 분석 및 설계단계에서의 실시간 성능관련 점검목록

Question Comments
1 Does the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

specify the time-critical functions and the
timing criteria for each?

Timing criteria include minimum times, maximum times,
sampling frequencies, time intervals and timing
tolerances, as appropriate. Criteria may differ according
to the different modes of operation

2 Do timing requirements state explicitly which
are merely target figures or goals and which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software
system?

3 Is the software system required to have
deterministic timing?

This applies particularly to data communications
systems, and is intended to require a strict maximum
time between the generation of any message under any
circumstances and the receipt of that message at its
destination.

4 Is the maximum time that the computer waits
for the first input before indicating an error
specified.

Failure to specify the maximum time could result in the
system being inoperable without the operator being
aware of failure. The maximum time the computer waits
for the first input must be specified

5 Is the system action in the event of no input for
a defined time specified?

A unspecified behavior leaves definition of the behavior
to the designer, or to accident. Every state must have a
behavior (transition) defined in case there is no input for
a given period of time (timeout).

6 Are the time bounds within which an input will
be accepted specified for each mode?

Failure to specify time bounds could result in loss of
synchronization. All inputs must be fully bounded in time
and the proper behavior specified in case the limits are
violated or an expected input does not arrive. Time
bounds may be specified with respect to some event,
such as the start of the current application program
execution cycle.

 Software Requirements Questions



- 391 -

7 Is the system action on receipt of a
signal out of the accepted time
bounds specified for each mode?

A undefined behavior leaves definition of the behavior to the
designer, or to accident. All inputs must be fully bounded in
time and the proper behavior specified in case the limits are
violated or an expected input does not arrive.

8 Is the system action in the event
that no signal is received for a given
time specified for each mode?

Failure to specify the maximum time could result in the
system being inoperable without the operator being aware of
failure. A trigger involving the nonexistence of an input must
be fully bounded in time.

9 Is the maximum and minimum
arrival rate of inputs (including
interrupts) specified?

Failure to specify arrival rates could result in the system
being incapable of handling the maximum load. A minimum
and maximum load assumption must be specified for every
interrupt-signaled event whose arrival rate is not dominated
(limited) by another type of event.

10 Does the specification require that
the system check that the minimum
input arrival rate is always present?

Failure to monitor arrival rate could result in the system being
inoperable without the operator being aware of failure. A
minimum-arrival-rate check should be required for each
physically distinct communications path. Software should
have the capacity to query its environment with respect to
inactivity over a given communications path.

11 Is the response to greater than
expected input rates specified?

Failure to specify overload response could result in
unexpected behavior. The response to excessive inputs
(violations of load assumptions) must be specified.

12 Does the specification require
operator notification whenever the
response to an overload condition is
other than failure to a safe state.

Failure to notify operators of abnormal operating mode could
result in the system being inoperable without the operator
being aware of failure. If the desired response to an overload
condition is performance degradation, the specified
degradation should be graceful and operators should be
informed. In most cases safety system should fail to a safe
state under overloa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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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s the maximum output rate
specified and compatible with
the connected equipment?

Failure to specify time output rate could result in loss of
synchronization. For the largest interval in which both input
and output loads are assumed and specified, the absorption
rate of the output environment must equal or exceed the input
arrival rate.

14 Is the system action specified
for circumstances in which the
output rate exceeds the
capacity of connected
equipment?

Contingency action must be specified when the output
absorption rate limit will be exceeded. The system should be
specified so that this is not possible.

15 Do user interface specifications
allow for conditions under which
information is output faster than
the users ability to absorb the
information?

Information lost because the operators cannot react fact
enough is the same as information not generated. Update
timing requirements or other solutions to potential overload
problems, such as operator event queues must be specified.
Probably not applicable to protection systems because of
simple user interfaces.

16 Does the specification require
cancellation of incomplete
hazardous action sequences if
the sequence is not completed
within some time?

Leaving hazardous sequences hanging for an indefinite time
could produce unintended functions. Incomplete hazardous
action sequences (transitions) should have a finite time
specified after which the software should be required to
cancel the sequence automatically and inform the operator.
Probably not applicable to protection systems because
output commands always send system to a safe state. There
may be certain exceptions such as operating bypass
permissives.

17 Are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vocation of a suspended
action sequence may be
delayed and the operator
warnings to be given specified?

Revocation of a partially completed action sequence may
require (1) specification of multiple times and conditions
under which varying automatic cancellation or postponement
actions are taken without operator confirmation and (2)
specification of operator warnings to be issued in the event of
such revocation. Probably not applicable to protection
systems because output commands always send system to
a safe state. There may be certain exceptions such as
operating bypass permissives.

18 Is there a requirement that
manual interactions shall not
delay basic safety actions
beyond specified safe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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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Comments
1 Does the Software Architecture Design

Description define scheduling
mechanisms and inter-process
communication mechanisms to be used?

It is very undesirable to have multiple processes in the same
computer in a safety system. In there is only one process,
then scheduling is not necessary. The reviewer should be
sure that there is adequate justification for multi-processing,
and then be sure the scheduling mechanism cannot affect
safety.

2 Does the Software Architecture Design
Description include a description of all
limitations on timing resources, the
strategy for handling each, the required
margins, and the method of measuring
those margins?

3 Has the timing for each architectural
design element been specified in terms of
maximum and minimum times for
execution?

4 Has the architecture been analyzed to
ensure that response times can be met?

5 Is the software designed so that
operations are performed in a correct
sequence independent of their speed of
execution?

6 Has an analysis been performed to
ensure that scheduling of computer
resources is predictable and deterministic
rather than dynamic?

7 Are size estimates for each architectural
design element included in the Software
Architecture Design Description?

8 Do memory sizing estimates allow
sufficient margin for operations,
maintenance and potential upgrades?

Software Architecture Questions

마. 디지털 소프트웨어 요구분석/설계단계 검증 DB 구축

(1) 개요

  디지털 소프트웨어 요구분석/설계단계에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검증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문서에 대해 웹 기반 데이터베이

스(DB) 서버(Digital I&C Software Review Tracking DB Server)를 구축

하 다. DB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올라와 있는 각종 Code & 

Regulations, IEEE Standards, NUREG 관련 문서 등을 대상으로 하 다. 

구축된 DB 서버를 통해 사용자가 검색어(키워드)로 관련 문헌 또는 문구

를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 문헌에 대한 서지 정보 및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파일을 링크시켜 검색 문헌에 대한 전체

내용(full text)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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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P CH. 7 (NUREG-0800)에 기술된 검토 절차(review process)를 기

준으로 하여 I&C 계통 별, 인허가 문헌 종류 별,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사

이클 항목 별로 인허가 문헌 내용에 대한 검색(browsing)을 사용자가 쉽

게 할 수 있도록 하 다. 

(2) 구축환경

  효율적인 DB 검색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DB 서버는 Microsoft 

Windows2000 Server를 운 체제로 하여 Microsoft SQL Server2000 DB

서버 환경하에서 ASP(Active Server Page), FrontPage, Namo Web 

Editor 5.0 같은 웹 저작 언어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구축하 다. 

(3) DB 서버 구성

  개발된 SQL DB 서버 구성은 그림 2.4.26과 같다. 메인 메뉴 접속은  사

용자 로그인을 하여 실행 가능하도록 하 고 검증 DB Tracking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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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6 SQL DB 서버 구성

• I&C System Review Process 화면을 통한 Tracking

• SRP CH. 7 Section별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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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Life Cycle Category 메뉴 항목별 Tracking

• Reference List Tracking

• Summary List Tracking

• Code & Regulations Tracking

• Document Search

- Document Information Search

- Codes/Regulation/Standards Search

  DB 수정 및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은 SQL DB Table들을 웹 상에서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했다.

• Document Information DB Table―DB 고유 No., 문헌 이름, 제목, 

저자, 발행기관, 개정번호, 출판년도, 문헌 형태(Code, Regulation, 

Standard, Guideline 등), 저장 형태(PDF, html, text 등), 총 페이지 

수 등에 대한 데이터 요소를 저장함.

• Bibliographic Information DB Table―DB 고유 No., 키워드, 

Abstract/Summary 링크 또는 내용, 문헌 범주(Testing, QA, SCM 

등), Full Text Link/Path, Remark 등에 대한 데이터 요소를 저장

함.

• Codes/Regulations/Standards DB Table―문헌 Name/Location,  

Title/Keywords, 문헌 내용 또는 링크, Review Methods/Related 

Documents 등에 대한 데이터 요소를 저장함.

  그림 2.4.27는 현재 DB 서버에 구축된 전자파일 목록(10 CFR, Reg. 

Guide, IEEE Std, NUREG 등)을 나타내고 있다.

(4) DB 서버 예제 화면

  그림 2.4.28은 DB 서버의 메인 메뉴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각 메뉴 화

면을 통해서 가능한 각종 Tracking 메뉴 화면 예는 그림 2.4.29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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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 StdIEEE Std

그림 2.4.27 구축된 인허가 전자파일들

  그림 2.4.30은 약 150여 가지의 인허가 문서들에 대한 Summary 정보 

및 Full Text를 PDF 파일로 Tracking할 수 있는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4.31은 Document Information 검색 화면 Tracking 예를 나타내고 

그림 2.4.32는 Codes/Regulation/Standards 검색 화면 Tracking 예를 나타

내고 있다. DB 목록에 대한 정보는 그림 2.4.33과 같이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4.28 DB 서버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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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9 각종 DB Tracking 메뉴 화면 예

인허가 문서 Summary

Full Text  검색

인
허

가
문

서
메
뉴

관련 문서 링크

인허가 문서 Summary

Full Text  검색

인
허

가
문

서
메
뉴

관련 문서 링크

그림 2.4.30 인허가 문서 Summary 검색 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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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31Document Information 검색 화면 Tracking 예

그림 2.4.32 Codes/Regulation/Standards 검색 화면 Tracking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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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3 DB 목록 화면 예

그림 2.4.34 DB Update 화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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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5 게시판 구축 화면 예

사용자가 DB를 업데이트를 하고자 할 때는 그림 2.4.34와 같은 입력 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V&V 평가업무를 하면서 각종 문서들에 

대한 평가 문서를 웹 상에서 쉽게 공유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

(BBS: Bulletin Board System) 기능을 그림 2.4.35와 같이 구축하 다. 게

시판을 통해서 특정 문서에 대한 평가 이력사항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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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 분석

제 1 절 서론

1. 국내외 디지털 계통 개발현황 및 PSA 적용의 필요성 

  비안전계통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미 디지털 기기들이 도입

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 아날로그 보호계통 기기들의 성

능저하, 노후화, 부품 품귀 등의 이유로 인해, 극히 보수적으로 취급되어 

온 안전관련 계통에서도 디지털 기기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국내의 경

우, 중수로인 월성 원전에서는 안전정지 계통에 이미 디지털 기기들이 도

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경수로에서도 광 3,4 호기에 마이크로프로세서

를 활용한 Interposing Logic System을 도입함으로써 안전 관련 계통에의 

디지털 기기의 적용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설계중인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한 특징 중

의 하나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전면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계

통 설계의 채택이 단순화와 표준화를 용이하게 하며 운전중 유지보수 측

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울진 

5,6 호기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디지털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

어 안전계통인 원자로정지계통과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에도 완전히 디

지털화된 기기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노후 기기에 대한 디지털 기기로의 대체가 추진되고 있

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에 대해 미

국 등 세계 각국의 안전규제 기관의 견해가 신중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견

지하고 있어 이러한 설계의 실제 채택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전 규제기관이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

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도 평가 방

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날로그 기기의 경우에는 정해진 사

용구간(입력 범위)내에서 연속적인 거동을 보이므로, 몇 개의 입력 샘플에 

대한 결과값을 이용하여 기기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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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는 아날로그 기기와는 달리 그 특성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에 정량

적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즉, 디지털 기기는 한정된 샘플 시험값들 만으

로는 전 사용구간에서의 성능을 추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로는 소프트웨어의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명세서와 그 이행사항을 반

한 고품질의 개발 공정을 채택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정성적인 평가만

이 가능하며, 최종 제품의 필수 기능을 검증하는 정도의 실제 시험만이 이

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에 적용하던 평가 방

법과는 크게 다른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범용 하드웨어 시스템

에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부터 아날로그 시스템과는 크

게 다르다. 아날로그 기기에서는 우발성 결함(random 결함)이 주요 결함 

요인이었지만, 디지털 기기에서는 하드웨어의 우발성 결함 이외에도 소프

트웨어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정론적 결함(deterministic 결함)까지도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설계의 결정론적 결함은 시험을 통해 완

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의 대체적인 

결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통의 범용 하드웨어를 사용하므로 공통원인 고장(common cause 

failure)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도 코드의 공유나 데

이터의 공유가 활발해지므로써 공통원인 고장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러

한 공통원인 고장의 파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다중

성의 확보를 파괴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성의 확

보와 함께 기기의 고품질에 대한 보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

와 같이 기기의 고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정량적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러한 디지털 계통의 정량적 평가 방법론 개발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

에 의해 본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연구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기존의 아날

로그 계통과는 크게 달라진 디지털 계통의 특성을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

기 위한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디지털 계통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아날로그 계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단순히 소

프트웨어 자체의 신뢰성 추정이 어렵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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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맞물려 동작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

던 새로운 상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경우를 정량적 신

뢰도 평가에 반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디지털 기술 특유의 불확실성․불명확성을 극복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

전관련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와 같은 정량평가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이며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성평가 수단으로 PSA가 사용되고 있으며, 신

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시 인허가 사항으로 제출이 요구된다. PSA는 논리

적으로 이상사건에 대한 발전소 대응을 모델하며, 이를 통해 각 사고경위

의 원인 및 발생빈도를 기기의 단위까지 파악 할 수 있으며, 각 계통의 주

어진 기능을 수행실패에 대해서도 원인과 각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 확률과 원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이용하여 설계 검증, 정비 최적화 등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PSA 결과를 결정론적인 규제의 보완 수단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의 채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1-1, 3.1-2]. 또한 PSA는 초기 설계 단계에 적용되어 설계 검증에 이용

되며 설계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다[3.1-3]. 그러나 기존 원전에 적용되어 

왔던 PSA 방법론을 그대로 최근의 디지털 기기에 적용하여 안전성을 정

량화하는 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3.1-4].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PSA에서 모델이 힘든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도 평가, 공통원인 고장 (Common Cause Failure; CCF) 모델 방

법, 고장내구성 기법의 평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정량평가 방법론과 관련

된 고장 유형의 평가, 신뢰도 자료의 타당성, 동적인 디지털 기술 특성 모

델 방법, 초기사건 모델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안

과제를 도출하고 현재의 PSA 기술수준에서 활용가능한 정량평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본 과제의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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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기기 안전성의 정량평가 연구동향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연

구가 진행중인 경우가 많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스템은 하드웨

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의 고장 양

상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디지털 시스템의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하드웨어의 고장율(failure rate)을 정량화하는 방법론이 이미 잘 설정되

어 있는 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오류에 의해 유발되는 고장율을 추정하

는 방법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란이 현재까지도 계

속되고 있어 소프트웨어의 고장율을 추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문제는 무시하

고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 오류만을 고려하여 디지털 시스

템의 신뢰도를 추정하려는 시도들이 있다[3.1-5], [3.1-6], [3.1-7]. 널리 이

용되고 있는 표준인 MIL-HDBK-217F, Bellcore Standard TR-332, 

British Telecom HRD4 등의 기존 방법론들도 하드웨어의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3.1-8], [3.1-9]. 이는 하드웨어의 신뢰도에 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용

한 자료들을 기존의 많은 응용사례들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소프트

웨어나 인간 운전원(human operator)에 의한 시스템의 고장 유발에 관련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다는 점에 기인하다. 따라서 분석에 필

요한 자료의 수가 부족하며, 통계적 처리 방법에 관해 통일된 의견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과연 통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

인지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평가방법론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에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전체 시스템 고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하드웨어만으로 전체 시스템의 고장율

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점차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

소 운전 경험에 의하면 디지털 시스템의 고장 중 38% 정도가 소프트웨어

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캐나다의 경우 35% 정도가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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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1-10]. 즉,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하드웨어만으로 신뢰도를 계산하 을 경우, 고장율에 대해 약 3분

의 1가량 저평가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고장의 경우 그 수리 시간(repair time)이 디지털 하드웨어의 경우보

다 긴 것이 일반적이므로, 불용도(unavailability)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큰 

오차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신뢰성에 대해 각각의 연구가 독립

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므로, 이들을 별개로 취급하여 각각의 고장율을 각각

의 방법으로 추정한 후, 이 두가지 값을 더하여 전체 시스템의 고장율을 

추정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3.1-11], [3.1-12]. 이것은 한가지의 기능

(function)이 특정한 한 시스템에서 수행(단일기기-단일기능)되는 것을 전

제로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써, 현재의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하나의 시스템이 여러 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여러 개의 시스템이 한

가지 기능을 수행(다중기기-다중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독립적

으로 추정하여 더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기능과 시스템을 동일한 개

체로 취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별도로 분

석할 경우, 두 개체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게 되어 결함 masking과 같

은 효과를 고려할 수 없게 된다 [3.1-13]. 

  다중기기-다중기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마코프 모델, 변형 고장

수목, 베이지안네트웍 등을 이용하여 안전성을 정량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3.1-14], [3.1-15], [3.1-16], [3.1-17], [3.1-18], [3.1-19], 

[3.1-20]),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실제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대규모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상태변수가 지나치게 많이져 현실

적으로 모델링이 어려우며, 더욱이 10-6 [#/hr] 이하의 고장율을 가지는 고

신뢰도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실측 실험값에 의존하여서는 각 상태의 천

이확률을 추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분석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서는 상기한 다중기기-다중목적의 설계

보다는 단일기기-단일기능 방식의 설계가 대부분이므로, 원전에의 적용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적용을 고려할 때, 단일기기-단일기능 관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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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기 정량평가에 대한 연구를 먼저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는 비교적 큰 무리없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각각의 고장율을 

각각의 방법으로 추정한 후, 이 두가지 값을 더하여 전체 시스템의 고장율

을 추정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3. 연구 수행 내용 

  원전을 포함한 안전에 관련 플랜트에의 디지털 계통의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어떠한 규제가 존재하며 준수해야 할 표준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 

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보고서의 제 2 절에 상기 사항을 

정리 분석하 다.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에 대해 수행된 PSA 결과가 기존의 플랜트 전반

에 걸친 PSA결과에 compatible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만족해야 할 일반 요건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분

석을 제 3 장에 기술하 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고장수목을 이용한 디지털계통의 안전성 분석 프

레임웍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세수준의 모델링을 위한 주요 항목을 도출하

으며, 설계/적용 단계의 계통에 바로 안전분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의 기술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 는데, 이 내용을 

제 4 절에 기술하 다. 

  한편,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에의 PSA적용은 처음이므로 신뢰성있는 고

장데이터베이스가 전무하여 기존의 표준을 활용해야 하므로 그 표준의 정

확성․현실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현장 자료 비교를 포함한 분석 내용을 

제 5 절에서 다루었다. 

  디지털 계통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현재 기술 수준이 낮은 부분이 소프

트웨어의 아전성 평가 부분인데, 이에 대한 적용타당성 연구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를 제 6 절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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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 정량 평가 규제 분석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템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안전계통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

도 평가에 관련된 국내외 규제 및 표준의 현황 분석을 하 다. 규제 분야

에서는 국내 원자력 규제기관, 미국 원자력 규제 기관 그리고 기타 원자력 

국가 규제기관들이 현재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규제 입장을  분석하 고 표준 분야에서는 국제 표준 기구에

서 제정한 표준들 중 정량적 신뢰도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표준들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1. 디지털계측제어 계통의 신뢰도 정량평가 관련 인허가 현황

  현재는 어느 국가의 규제기관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에 사용되

는 디지털 시스템의 원전 사용 승인에 대하여 정량적 신뢰도 평가를 요구

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 결과 단독으로

는 신뢰도에 관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를 포함한 전체 디지털 시스템에 대하여 결정론적(deterministic) 기준에 

근거해서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한 요건 승인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

지의 각국의 규제 흐름이다. 그러나 안전계통 디지털 시스템의 PSA와 같

은 현실적인 요구와 위험도-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앞으로의 원자력 분야 

규제방향은 관련 기술이 발달하는 추세에 맞추어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를 규제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안전계통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련

된 국내외 규제기관들의 규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미국(US. NRC)의 규제 현황

  각국의 원자력 분야 규제 기관들 중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

되는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가장 

상세하게 명시적 언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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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Commission : NRC)의 규제 체제를 문서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o 법규(Regulation)

  규제와 관련된 최상위 문서로 포괄적이고 일반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

며 아래의 문서가 여기에 속한다.

  ◇ General Design Criteria(GDC) 21. 10CFR50 (Title10 "Energy"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50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ies")의 Appendix A.

o 원자력 산업 표준(Industry Standards)

  최상위 문서인 10CFR50에서 준용한 문서로 원자력 산업 표준들이 여기

에 해당되며 아래의 문서가 여기에 속한다.

  ◇ IEEE Std 279-1971 "Criteria for Protection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 IEEE Std 603-1991 "IEEE Standard Criteria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ystems." 

o　일반 표준(Generic Standards)

  원자력 산업 표준에서 준용한 문서들로 구체적 개발 과정이나 제품 위

주로 되어있으며 적용 대상이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표준들로서  

아래의 문서들이 여기에 속한다.

  ◇ IEEE S/W Eng. Standards, V&V, Configuration Managements, Testing 

Standards 등

  이들 문서 중에서 GDC 21 "Protection Systems Reliability and 

Testability"는 US NRC 규제 체제에서 최상위 규제 문서이지만 포괄적이

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있고 IEEE Std 279는 현재 IEEE Std 603으로 

보완/대치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규제 기준이 되는 문서는 IEEE 

Std 6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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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US NRC에서는 그 동안 case by case로 처리해 오던 원자력 발전

소 안전계통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규제 입장을 NUREG-0800 Chapter 

7 "Instrumentation and Control" Revision 4.에서 정리하여 발표하 다. 

이 문서에서는 IEEE Std 603을 비롯한 기본 규제 문서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NRC의 10CFR50/Standards/Reg Guides에 의한 전체 구성을 보면 

다음의 그림 3.2.1과 같다.

10CFR 50 APP. A 10CFR50.55(a)h

Reg Guide 1.153

IEEE 603

Criteria for Safety 

Systems in NPP 

Stations

(system-level)

Reg Guide 1.152

IEEE 7-4.3.2

Adds Criteria to 

IEEE 603 for 

Digital Comp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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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Frameworks - 10CFR50/Standards/Reg Guides

  US NRC에서 디지털 시스템의 규제 기본 문서로 사용하는 IEEE Std 

603에서는 신뢰도의 정량적 분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으며 정성적 방법

과 정량적 방법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

는 준용표준으로 아래의 IEEE Std 352와 IEEE Std 577 두 가지 표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두 표준에도 정성적 신뢰도 평가 방법론과 정량적 

평가 방법론 두 가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ANSI/IEEE STD 352 Guide for General Reliability Analysi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1985

  ◇ ANSI/IEEE 577 Standard Requirements for Reliability Analysis fo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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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Stations, 1992

  그런데 IEEE Std 603을 비롯한 위의 문서들은 디지털 기술이 원자력발

전소에 적용되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따라서 아날로그 계측제어 시스템만

을 고려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아날로그 시스템과는 다른 특

징을 가진 디지털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용기준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 및 보완적인 검토 방법과 관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디지털 시

스템이 가진 고유 특징들을 고려한 다음의 세 가지 토픽의 평가에 그 중

요성을 두게 되었다[3.2-1].

o Design qualification of digital systems 

o Defence against common-mode failure

o System aspects of digital I&C

  이상과 같은 이유로 디지털 시스템의 규제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규

제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 레벨의 규제 가이드와 소프트웨어 공

학 규제 가이드로 구분된다.

o 시스템 레벨 규제 가이드

  아래의 두 문서가 디지털 시스템 규제의 기초가 된다.

  ◇ Reg. Guide 1.152,  which endorses IEEE Std 7-4.3.2

  ◇ IEEE Std 7-4.3.2, "IEEE Standard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o 소프트웨어 공학 규제 가이드

  아래의 Reg. Guide들은 IEEE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공학 표

준들을 준용 문서로 채택하고 있다.

  ◇ Reg. Guide 1.168, "Verification, Validation, Reviews and Audit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 Reg. Guide 1.169, "Configuration Management Plan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 Reg. Guide 1.170, "Software Test Documentation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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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 Guide 1.171, "Software Unit Testing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 Reg. Guide 1.172, "Software Requirements Specification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 Reg. Guide 1.173, "Developing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for Digital 

Computer Software Used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s"

  먼저 시스템 레벨에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Reg. Guide 1.152와 IEEE 

Std 7-4.3.2에서 신뢰도의 정량적 평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o IEEE Std 7-4.3.2에서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설정된 신뢰도 목표치 

달성의 증명 시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

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Reg Guide 1.152에서 나타난 NRC의 입장

은 IEEE Std 7-4.3.2의 내용 중에서 정량적 신뢰도 목표치는 그 단독으

로는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 규제 요건을 충족시

킬 수 없으며, 따라서 NRC의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승인은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 대한 결정론적인 기준에 근거한다는 입장

을 밝히고 있다.

o 하드웨어 고장으로 야기된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의 고장은 하드웨어

의 신뢰도 평가에 사용되는 무작위 고장 거동을 따르지 않는다는 NRC

의 입장이다. 

o 정량적 신뢰도 목표 설정방법은 분석, 시험, 운전경험과 함께 사용된다

면 계통성능의 신뢰도에 대한 확신 레벨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

다.

o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목표치가 설정된 경우 이를 시험을 통해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의 연구[3.2-2][3.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 신뢰도를 요구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의 만족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험 시간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용적 측면에서는 이 방법의 채용이 어렵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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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한 것이다.

o 소프트웨어의 상용 인정(commercial dedication)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

어의 운전경험 데이터를 사용한 정량화 검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

이다. 여기서 언급된 운전경험 데이터부분은 소프트웨어가 가진 고유특

성 때문에 실용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NRC에서는 다음

과 같은 문서를 기초로 수단과 품질보증 절차, 그리고 개발 절차를 제

시하고 있다.

  ◇ IEEE Std 7-4.3.2(Sec. 5.3.3)

  ◇ ERPRI TR-106439 "Guideline on Evaluation and Acceptance of Commercial 

Grade Digital Equipment for Nuclear Safety Assessments, EPRI, 1996" 

  ◇ BTP HICB-14 "Guidance on Software Reviews for Digital Computer-Bas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s, NRC"

o 최종적으로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 승인에 대한  

NRC의 전체적인 규제 입장은 정량적인 신뢰도 목표치에만 의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IEEE Std 7-4.3.2-1993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의 허용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NUREG-0800은 규제 기본 문서인 IEEE Std 603과 IEEE Std 7-4.3.2를 

기본으로 하여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규제 절차와 허용기준 그리

고 규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Reg. Guide 1.152 및 IEEE Std 

7-4.3.2의 적용에 대한 US NRC의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

서에서 기술된 디지털 시스템의 특징에 따른 고유의 평가 기준 및 관련된 

문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413 -

A.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B. Computer system quality

 B-1. 시스템 : IEEE Std 279, GDC 1, GDC21, GDC 29, 10CFR50 Appendix B

 B-2. 하드웨어 품질 : IEEE Std 279, IEEE Std 603, ASME NQA-1

 B-3. IEEE Std 7-4.3.2-1993에서 정한 5개 분야 추가 가이드

  (a) 소프트웨어 개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 

     Appendix B of 10CFR50, ASME Std NQA-2a part 2.7, Reg. Guide 1.173, 

BTP HICB-14

  (b) Qualification of existing commercial computers, including predeveloped 

software(PDS) : IEEE Std 7-4.3.2, EPRI TR-106439, BTP HICB-18(for 

PLC)

  (c) 소프트웨어 도구들 : IEEE Std 7-4.3.2, EPRI TR-106439, BTP HICB-14

  (d)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 : IEEE Std 7-4.3.2, BTP HICB-14, Reg. Guide 

1.168[Ref-19], Reg. Guide 1.170, Reg. Guide 1.171

  (e)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IEEE Std 7-4.3.2, ASME Std NQA-2a part 2.7, 

BTP HICB-14, Reg. Guide 1.169

C. Equipment qualification

   GDC 4, 10CFR50.49[Ref-23], IEEE Std 279, SRP Appendices 7.1-B, 7.1-C

D. System integrity

   IEEE Std 279, IEEE Std 603, GDC 21

E. Communications independence

   IEEE Std 279, IEEE Std 603, GDC 21, GDC 22, GDC 24, IEEE Std 7-4.3.2, 

SRP appendix 7.1-C

F. Reliability

   GDC 21, IEEE Std 279, IEEE Std 603, IEEE Std 7-4.3.2

G. Defence against common-mode failure

   SRM(Staff Requirements Memorandum) on SEGY-93-087, BTP HICB-19

I. Use of emerging software methods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GDC 21, ANSI/IEEE Std 279, 그리고 IEEE Std 

603에서 규정한 근본적인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항목 중 

“B. Computer system quality“에 따르고 또 ”F. Defence against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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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failure“를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US NRC 규

제 입장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US NRC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에 대한 주요 규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신뢰도 목표가 시스템 레벨에서 정해진 경우 그 목표 달성의 증명은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o 정량적인 신뢰도 목표 그 단독으로는 US NRC에서 요구하는 안전계

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의 신뢰도 요건 만족 수단이 되지 못한다.

  o NRC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승인은 정량적 신뢰도 목표 달

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 대한 결

정론적(Deterministic) 기준에 근거한다.

  o 정량적인 신뢰도 결정 방법은 분석, 시험, 그리고 운전 경험과 함께 

사용된다면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성 중요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시스템의 성능 신뢰성에 추가적인 확신을 제공한다고 인정한다. 

  o 소프트웨어가 규제 기준 문서인 GDC 21, IEEE Std 279, IEEE Std 

603의 근본적인 신뢰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NUREG-0800 Sec. 

7.1 II "Acceptance Criteria"의 Item 2 "Computer System Quality"를 만

족시키고 동시에 Item 7 "Defence against common mode failure"를 위한 

대책(measures)을 제공해야 한다.

나. 국내의 규제 현황

  국내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취하고 있는 원전 

안전계통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입장도 US 

NRC와 유사하다. 본 과제와 관련되어 있는 “차세대원자로 안전요건” 그

리고 “경수로형 원전 안전지침” 두 가지에 나타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차세대원자로 상세 안전 요건 / 9 계측제어계통 / 9.2 보호계통 /9.2.4 상세 

설계 요건

9.2.4.1) 일반기능 및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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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계통에 대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신뢰도 목표가 배정된 경우에는 그 목

표가 달성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해 적절한 설계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분

석에는 보호계통의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보호계

통의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정량적인 신뢰도 접근방식

만은 적절치 않다. 

(9.2.4.5)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품질

③ 컴퓨터-기반 보호계통의 소프트웨어는 소정(所定)의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소프트웨어개발공정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와 하드웨어의 통합 그리고 통합된 컴퓨터시스템을 보호계통에 통합시키는 개

발 공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상업용 컴퓨터 검

증,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확인 및 검증(V&V), 구성관리(CM) 등에 관한 요건들

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경수로형 원전 안전심사지침

제7.1절 계측 및 제어 - 서론

II. 허용기준

9. 신뢰도

신뢰도 목표치가 계통-수준에서 설정되었을 때 그 목표치를 만족하고 있는지를 

입증하려면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고려해야 한다.

규제기관은 안전계통에 사용된 디지털 컴퓨터-기반 계통의 신뢰도에 관한 규제

법규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정량적인 신뢰도 목표치의 개념을 인정

하지 않는다. 디지털 컴퓨터 기반 계통의 신뢰도를 수락해 주는 규제가관의 입

장은 정량적인 신뢰도 목표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

두에 대한 결정론적인 기준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시험, 그리고 운전경험을 조합한 정량적인 신뢰도 추

정은 신뢰할 만한 계통 성능을 추가로 확신시켜 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신뢰

도에 대한 정량적인 추정에서 하드웨어 고장이 아닌 소프트웨어 고장은 설계 

오류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관한 신뢰도 추정에서 사용되는 무 작

위성 고장 거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기관은 상기 항목 2의 품질기준을 따르고 아래에서 기술된 공통모드고장의 

방어 대비책을 갖춘 안전계통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일반설계기준 12, 

ANSI/IEEE Std 279, 그리고 IEEE Std 603의 기본적인 신뢰도 요건들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416 -

  최근에 발표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동 분야에 대한 입장도 위에서 인용

된 규제문서와 동일한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2-4].

 o 계측제어계통에 대한 신뢰도 평가 및 안전등급별 규제는 일관되고 체

계적이며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확립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o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즉 필수안전 소프트웨어

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신뢰도 평가 기준이 공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을 규제의 척도로 사용하

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다.

 o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면서 까지 정량적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AECB, 

국의 NII, 미국의 NRC 등)

 o 미국 NRC의 경우 Risk-informed, Performance based 규제방침이 설

정됨에 따라 디지털 I&C 계통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동 분야에 대한 관련 기술개발 입장을 다

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o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필요

 o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과 기존의 하드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의 

결합

 o 실용성 입증을 위한 Case Study 수행 및 평가.

  이와 같은 국내 규제 기관의 동 분야 기술에 대한 입장은 차세대원전 

PSAR 1차 질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구체화되어 앞으로의 규

제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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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원전 PSAR 1차 질의 내용 중 안전계통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분석 관련 부분]

SSAR-Ⅰ-7.2-36 :  Reliability (7.2.2.5)

KNGR PPS 시스템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고 선행호기(울진 

5/6) 또는 System 80+의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KNGR의 신뢰도가 선행호기보다 

높거나 또는 최소한 같은 정도임을 입증하시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 대

한 국내 원자력규제기관의 입장도 US NRC와 유사하며 위험도-기반의 규

제가 차후의 규제 방향으로 설정됨에 따라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평가

가 장래에 규제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타 국가의 규제 현황

  원자력 발전소 안전계통에 사용되는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의 정량적 신

뢰도 평가에 대한 기타 국가(캐나다, 프랑스, 국)-의 입장도 미국이나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국의 규제기관

이 모여 원자력발전소에 컴퓨터 기반 계측제어 계통을 허용할 때 야기되

는 안전성 요소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발표한 “Four Party 

Regulatory Consensus Report”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이들 국가

들이 취하고 있는 규제 입장은 정량적 신뢰도 평가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보완적 측면에서만 고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

적 신뢰도 평가 기술은 현재까지는 미숙한 상태이며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강제 

요건으로 두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 대하여 Four 

Party Regulatory Consensus Report에서 나타난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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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cept and Definitions

  20. The regulatory review in all countries recognizes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the evidence provided by a deterministic case. The added value of 

the evidence from a probabilistic analysis is generally recognized but the weight 

to given to this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21. It is recognized that not all systems, or technologies, are amendable to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ir reliability and that in such cases a compensating 

reinforcement must be built into the qualitative demonstration. Currently, systems 

involving digital computer technology come into this category.

3. Regulatory acceptance criteria and standards

 22. Although the software component of digital computer systems raises 

assessment problems, safety also depends upon the correct operation of 

complex hardware, often itself containing substantial volumes of embedded code.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of acceptable standards which govern the system's 

production process(and regulatory basis of assessment of the associated safety 

case) should fully encompass this 'total system' aspect.

  결론적으로, 국내 원자력 규제기관 그리고 국외 원자력 선진국 규제 기

관들의 요건들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는 원전 안전계통에 사용될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를 요구하는 명시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도-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앞으로의 규제방향은 

관련 기술이 발달하는 추세에 맞추어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

가가 규제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의 정량평가와 관련된 표준

  현재 원자력분야에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시스템을 구별하지 않고 안전

계통시스템 일반에 대한 신뢰도의 정량적 평가를 다루고 있는 표준들은 

다수 있으나 디지털시스템을 위한 정량적 신뢰도평가와 관련된 표준은 많

지 않다. 원전 안전계통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와 관계되는 표준들 

중 대표적 표준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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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SI/IEEE Std 352 Guide for General Reliability Analysi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Safety Systems, 1985

  ◇ ANSI/IEEE Std 577 Standard Requirements for Reliability Analysis for Safety 

Systems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Stations, 1992

  ◇ ANSI/IEEE Std 500 Reliability Data for Nuclear Power Plants, Nov. 1984

  ◇ ANSI/IEEE Std 762 Standard Definitions Electrical Generating Unit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Productivity, May 1987

  ◇ IEEE Std 982.1 Standard Dictionary of Measures to Produce Reliable 

Software, 1988

  ◇ IEEE Std 982.2 Guide for the Use of IEEE Std 982.1, 1988

  ◇ IEEE Std 7-4.3.2 IEEE Standard for Digital Computers in Safety Systems of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1993

  이들 표준들 중에서 ANSI/IEEE Std 352, Std 577, Std 500, Std 762는 

아날로그 형태의 하드웨어 및 시스템에 관련된 신뢰도평가 내용이 포함된 

표준들이고 IEEE Std 7-4.3.2는 디지털시스템의 안전성을 다루고 있으며 

IEEE Std 982.1, Std 982.2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에 관한 표준들이

다. 따라서 디지털시스템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표준은 IEEE Std 7-4.3.2와 

IEEE Std 982.1 그리고 Std 982.2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ANSI/IEEE Std 352, Std 577, Std 500, Std 762에 포함된 신뢰도의 정

량적평가 내용과 기법들은 디지털시스템이 아직 원자력분야에 적용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지털시스템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 따라

서 디지털시스템의 신뢰도평가에 실용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IEEE Std 7-4.3.2는 디지털시스템의 안전성 요구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어 

신뢰성의 정량적 평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항의 

규제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NRC의 입장은 본 표준에 나타난 정량적 

신뢰도평가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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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IEEE Std 982.1과 IEEE Std 982.2에는 최근에 나온 일부 기법들

을 제외하고 그 동안 발표되었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기법

들이 망라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표준에 나타나 있는 기법들은 그 이론

적 완전성이나 경험적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용적 측면

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규제나 산업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3.2-5].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평가, 특히 정량적 신뢰도평가와 관련된 표준들

은 원자력분야보다는 타 산업 분야 특히 군사분야에서 먼저 만들어져 사

용되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드웨어를 위주

로 하고 있어 디지털 시스템 전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 관련 중요

한 표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Military Standards]

<Program/Design Guide>

  ◇ MIL-HDBK-454N: Standard General Guidelines for Electronic Equipment

  ◇ MIL-HDBK-338A: Electronic Reliability Design Handbook

  ◇ MIL-HDBK-2165A: Testability Program for Electronic Systems and Equipment

<Prediction>

  ◇ MIL-HDBK-217F : Reliability Prediction of Electronic Equipment

<Reliability Testing>

  ◇ MIL-Std-883D : Test Methods and Procedures for Micro-electronics

  ◇ MIL-HDBK-781 : Reliability Test Methods, Plans and Environments for Eng. 

Development, Qualification and Production

  ◇ MIL-HDBK-344 :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of Electronic Equipment

  ◇ MIL-HDBK-189 : Reliability Growt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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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MIL-HDBK-217F “Reliability Prediction of Electronic 

Equipment”는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와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기는 했으나 여러 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준인데 주 이유는 제기된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을 대치 할 정도로 적절하고 실용적인 표준이나 방법론이 근래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산업분야(운송, 화학공장 등)에서는 국제 표준 기구의 하나인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에서 만들어진 표준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평가와 직접 간접적으로 관

련된 표준들은 다음과 같다.

[국제표준기구 IEC의 신뢰도 관련 표준]

◇ IEC 300 : Dependability Management

◇ IEC 319 : Presentation of Reliability Data on Electronic Components

◇ IEC 362 : Guide for the collection of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Maint. Data 

from Field Performance of Electronic Items

◇ IEC 409 : Guide for the inclusion of Reliability Clauses into 

Specifications for Components for Electronic Equipment

◇ IEC 571 : Electronic Equipment used on Rail Vehicle

◇ IEC 605 : Equipment Reliability Testing

◇ IEC 706 : Guide on Maintainability of Equipment

◇ IEC 812 : Analysis Techniques for System Reliability - Procedure for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

◇ IEC 863 : Presentation of Reliability, Maintainability and Availability 

Predictions

◇ IEC 1014 : Programmes for Reliability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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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1205 : Fault Tree Analysis(FTA)

◇ IEC 1070 : Compliance Test Procedures for Steady-State Availability

◇ IEC 1078 : Analysis Techniques for Dependability - Reliability Block 

Diagram Method

◇ IEC 1123 : Reliability Testing Compliance Test Plans for Success Ratio

◇ IEC 1160 : Formal Design Review

◇ IEC 1163 : Reliability Stress Screening

◇ IEC 1164 : Reliability Growth - Statistical Test and Estimation Methods

◇ IEC 1165 : Application of Markov Techniques

  이들 표준들은 여러 가지 평가기법과 요구사항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정

성적 평가 방법이 주가 되어 있으며 정량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표준들의 경우에는 그 어느 것도 만족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이들 표준들의 적용에 더하여 전문

가의 분석 및 판단이 병행되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었고 최종적인 결

정은 정성적인 검토절차나 기준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중심이 되

었다.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분석/평가와 관련되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는 표준들 중에서는 IEEE Std 982 

"IEEE Standard Dictionary of Measures to Produce Reliable Software"

와 AIAA/ANSI R-013 "Recommended Practice for Software Reliability"

가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IEEE Std 982의 경우 많은 

신뢰도 측정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기법들은 단독으로는 그 어

떤 것도 완전하지 못하고 또 소프트웨어 전체의 신뢰도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AIAA/ANSI R-013의 경우도 신뢰도 측정 방법과 적절한 모델

의 선정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IEEE Std 982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법들을 소프트웨어의 전반적 개발 과정에 어떤 형식으

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결론적으로 어떤 표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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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는 현재 요구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적합하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지금도 급속한 속도로 발

전하고 있다. 분산 시스템, client-server 시스템, COTS, safety critical 

system등은 최근의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 시스템들이지만 기존의 소

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표준들은 이들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 외에도 inspection이나 재사용(reuse) 그리고 object oriented 파

라다임과 같은 소프트웨어 신뢰도 향상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최근의 

소프트웨어 기술 추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그

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과 관련된 

신뢰도 평가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향이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도 평가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표준들이 갖추어야 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3.2-6].

  o 신뢰성 있는(dependable) 소프트웨어의 명세, 설계, 구현

  o 시스템의 신뢰성(dependability) 측정

  o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특정한 생명 주기 모델

  o 시스템의 신뢰성을 추정/예측하기 위한 특정한 기법들

  o 특정 개발방법에 적합한 신뢰성(dependability) 추정 방법의 선택 기준

  기존 소프트웨어 표준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결과물 평

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나름대로 잘 정의되고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 성향에 맞출 수는 있지만 다음

의 두 가지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o 일반적으로 최종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이 목표 신뢰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 과정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

안이 없다.

  o 신뢰성(dependability) 요건이 매우 높은 안전 중요(safety-critical) 응

용 분야의 경우에는 확인(verification)d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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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언급한 기존 소프트웨어 표준들에 포함된 이런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process-oriented software dependability standards가 요구되었고 이 

점 역시 최근의 표준들에 반 되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의 신뢰도 분석/평가분야의 표준들은 

정성적인 기법들이 위주로 되어있고 결정론적 방법에 근간을 두고 만들어

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인식되어 왔다.

  o 정성적 기법들에 의한 평가/분석은 어떤 제품이 고장 날 확률에 대하

여 단지 제한된 정보(식견, insight)만을 제공한다.

  o 고장 가능성은 제품 그 자체 뿐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드는 조직의 어

떤 특별한 속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위의 두 가지 문제점의 인식 결과로 디지털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표준 제정에 새로운 경향이 시도되고 있는데 중요한 방향

은 다음과 같다.

  o 정량적 분석 기법의 적용

  o 제품의 전 생명주기에 걸쳐 신뢰도 및 안전성에 향을 미치는 각 요

소들을 평가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최근 발표된 표준으로는 IEC 61058, 

ISA-SP84, UL 1998 등이 있다. IEC 61508과 ISA-SP84에서는 넓은 범위

에 걸친 정량적 분석기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

에서 정량적 분석/평가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강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성 관련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 평가에 관련해서 가

장 전반적이고 최근의 동향을 반 한 IEC 61508의 경우 시스템의 안전성 

등급(Safety Integrity Level : SIL)에 따라 정량적 신뢰도 목표치를 설정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3.2-1과 같다[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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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Safety integrity levels: target failure measures for a safety 

function, allocated to an E/E/PE safety-related system operation in 

high demand mode of operation

Safety integrity 

level(SIL)

High demand mode of operation

(Probability of a dangerous failure per hour)

4 ≤ 10
-9 

to 〈 10
-8

3 ≤ 10
-8 

to 〈 10
-7

2 ≤ 10
-7 

to 〈 10
-6

1 ≤ 10
-6 

to 〈 10
-5

  한편, 동 표준의 소프트웨어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생명주기 단

계별로 분석/평가 기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의 표 3.2-2의 예와 같이 

module testing 단계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그리고 소프트웨

어 안전성 검증까지 SIL4는 전체, SIL3은 일부에 대하여 probabilistic 

testing과 같은 정량적 평가를 강력 권고(Highly Recommended: HR)로 하

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전체에 대해서는 시스템 레벨(표 3.2-1)에서와 같은 

형태의 정량적 목표치 설정은 하지 않고 있다. 

표 3.2.2 Software design and development: software module testing and 

integration

Technique/Measure SIL1 SIL2 SIL3 SIL4

Probabilistic testing --- R R HR

Dynamic analysis and testing R HR HR HR

Data recording and analysis HR HR HR HR

Functional and black box testing HR HR HR HR

Performance testing R R HR HR

Interface testing R R HR HR

* HR: Highly Recommended, R: Recommended, NR: Not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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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IEC 61508이나 ISA SP84와 같은 새로운 표준

들은 이전의 표준들에 비해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와 관련

하여 진일보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들 표준에서 요구하

는 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하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다만 가이

드라인과 예(examples)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새로운 표준의 사

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o 새로운 표준들은 정량적 안전성/신뢰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표준들은 특정 시스템의 승인을 위해 어떤 특정 기법이 적합한

가를 명시하지 않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의 기법들과 예만을 제시하

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스스로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을 정량화 

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

  o 여러 분석/평가 기법들은 시스템 행동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거나 또는 같은 관점을 다른 방법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석 결

과에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

  o 각 분석 기법들은 같은 데이터 셋(set)을 사용한 경우라도 서로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추후 표준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

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표준들과 만들어지고 있는 표준(안)

의 내용 그리고 규제와 동 분야의 관련 기술 현황에서 보면 디지털시스템

의 신뢰도평가와 관련된 표준들의 추후 경향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o 정성적 평가 기준 위주에서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표준의 기본 개념 

전환.

  o 고전적인 구성품(components) 기반 및 최종 제품에 대한 신뢰도 분석

에서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고

려한 시스템 분석의 방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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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PSA와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1.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PSA 일반요건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PSA가 본격적으로 수행되

거나 충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으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일반요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PSA전문가

들의 국제적인 교류활동인 COOPRA의 Digital I&C Working Group의 문

서인 "What PRA Needs From A Digital I&C Systems Analysis: An 

Opinion"[3.3-1]에서는,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평가를 전체 플랜트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려면 다음의 3 가지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계측제어 시스템이 사고 시나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측제어 시

스템을 제외한 다른 시스템이 적절히 모사될 수 있는 수준이나 계

측제어 시스템의 설계, 적용 등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고 분석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성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고장을 신뢰성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시스템이나 운전원에게 향을 미치는 주요 고장모드(failure 

mode)를 모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PSA 자체에 국한한 요건들이고, 실

제 PSA결과가 원전 전체의 PSA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원전 

PSA 구조에 부합하여야 하며(compatibility), 그 구조가 PSA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사고 경위 분석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internal 

model structure).

◦ Compatibility: 계측제어 시스템의 모델이 확률적․논리적 모델 구조

에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계측제어 시스템의 모델 자

체가 사건 수목이나 고장 수목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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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델의 입력값과 출력값이 이러한 구조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이

다. 입력값으로 시간 관련한 값이나 연속적인 플랜트 상태값 등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수행 성능에 직접 관련된 시스템의 이산 상태를 

출력값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Internal model structure: 모델의 상세 정도가 사고 경위 분석을 지

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계측제어 시스템의 오

류가 초기 사건으로 작용하는 경우와 안전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기능에만 향을 미치는 경우와 다수

의 기능에 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

로 기능 수행 실패(loss of function)의 경우와 불필요한 기능 수행

(spurious operation)의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요건들을 만족한다고 해서 그 PSA 결과가 만족할 만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정량적인 PSA결과가 충분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의 요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 정확성(accuracy): PSA 모델의 정확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

은 사건(failure event)들간의 종속성에 대한 처리 방식과 PSA 모델 

자체의 완결성이다. 

◦ 신뢰성(credibility): PSA의 결과를 이용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decision maker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정량화에 사용된 자료

(data)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데 문

제가 있다. 그러므로 차선의 방법으로 다른 산업계에서의 경험을 차용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이용한다.

◦ 불확실성(uncertainty): PSA 결과의 불확실성은 입력된 parameter 

자료의 불확실성과 모델 구성의 불확실성의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

다. 즉,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정확한 parameter값을 구하지 못한 

경우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모델링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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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요건들을 종합해 보면, 디지털계측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계

통에 대한 PSA의 기본요건인 모델링 수준의 적절성․정량화 가능성․고

장모드의 적절한 반 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전체 원전계통의 PSA

와의 호환 및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모델링이 되어야 하며, 사용된 자료가 

정확하고 신뢰성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기존의 플랜트 전반에 걸친 PSA결과에 compatible하도록 고장수목

을 이용한 디지털계통의 안전성 분석 프레임웍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세수준의 모델링을 위한 주요 항목을 도출한다.

◦ 과제의 성격성 현재 설계/적용 단계의 계통에 바로 안전분석을 적용

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

를 진행한다.

◦ 원전 디지털 안전계통에의 PSA적용은 처음이므로 신뢰성있는 고장

데이터베이스가 전무하여 기존의 표준을 활용해야 하므로 그 표준

의 정확성․현실성을 확인한다.

◦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부분은 아직 세계적으로 공인된 방법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디지털 계측제어 계통 PSA에서의 연구현안

  디지털 시스템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으며, 본 보고서에서 이들 분야를 모두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 중 가장 PSA 결과에 미치는 

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인자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하 다. (본 최종보

고서에 기술되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는 기술보고서[3.3-2]을 참조)

- Estimating software failure probability

- Estimating the CCF probability in hardware

- Estimating the coverage of fault-tolerant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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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ure mode of digital system 

- Modeling the multi-tasking of digital systems

- Plant risk effect induced digital system

- Estimating the effect of software diversity and V&V efforts

- Modeling the interactions between hardware and software.

- Environmental effects

- Digital system induced initiating events including human errors

가.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확률적인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공학 분야에서도 오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이다[3.3-3].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설계 오류로 정의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는 결정론적인 것이며 ‘고장률’ 개념으로 표현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의 무작위

성을 인정하는 ‘고장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장률 개념은 ‘빈도'가 아니라 ‘기대치(확신도)'의 개념이기 때문이

다. 테스트 결과 한번도 오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소프트웨어가 잠재되어 

있던 문제점으로 인해 ‘앞으로 실제 사용시 고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

는 정도'를 추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작위성 가정에 대해

서 ‘error crystal'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소프트웨어의 잠재된 오류가 특정부분(error crystal)에 숨어 있다가 

입력값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경우에 비로소 외부로 오류가 드러난다는 

것인데, 이 입력값의 무작위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양상이 무작위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3.3-4].

  일단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무작위성을 가지는 고장률의 개념으로 취

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고장률의 추정이 필요하게 된다. 하드웨어의 경

우에는 각 부품들의 고장률에 관한 많은 표준을 참고할 수 있으나 소프트

웨어는 이 같은 표준이 없으므로 몇 가지 대안을 생각 할 수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에서 적용되는 무결함을 위한 노력(form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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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 등)을 정량평가에 반 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3-5]. 

전술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고장률을 기대치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소

프트웨어 생명주기상의 철저한 형상 관리와 formal method를 이용한 수학

적 완결성의 부여 등은 이러한 기대치의 추정에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고장률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적인 테스트가 이용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계통에 오류가 발견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테스트를 몇 회 수행하

던지 간에,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발생한 오류가 없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

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실제 사용 시 고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테스트 횟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을 사용하여도 기존 신뢰도 값

과의 일관성 부여 여부, 시험 방법 및 시험의 완결성 등 여러 가지 해결해

야 할 문제가 많다. 

  PSA 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량평가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

과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 판단된다. 즉, 소프트웨어 정량평가 결과는 PSA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입력형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고, 소프트웨어 정량평

가의 전 과정은 PSA를 통한 정량적 안전성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

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정량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제안․연구된 

방법들 중 다른 산업체에서 사용된 경력이 있는 현실적이고 명확한 이론

을 바탕으로 한 방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고장내구성 기법의 검출 범위 평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소프트웨어의 도입으로 인해, 디지털 시스템은 원래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부가 기능 중 고장내구성과 관련된 기능들은 신뢰성이나 

안전성 분석에 반드시 반 되어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계통내의 고장내구

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된 다양한 메카니즘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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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컴퓨터 기반 시스템

(computer-based system)인 PLC의 경우에는 감시 타이머를 내장하고 있

다. 그러나 원전에서는 이렇게 내장된 감시 타이머를 이용하기 보다는 외

부에 별도의 감시 타이머 (watchdog timer)를 장착하여 계통을 감시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감시 타이머는 감시하는 디지털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이와 같은 

고장내구성 기법을 PSA에 반 하면 기본적으로 기기의 backup이 하나 

추가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즉, 주어진 기기의 고장과 고장내구성 

기법의 실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만 기기가 기능 수행에 실패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계통의 신뢰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시 타이머의 기능 

수행 실패 가능성의 평가가 중요하며, 이는 감시하는 기기의 고장을 검출

하는 확률인 coverage factor와 감시타이머 고장 확률의 곱으로 나타난다. 

특히 감시 타이머는 고장 내구성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로 

프로세서등의 감시를 받는 디지털 기기보다 신뢰도가 매우 높아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장 검출 확률인 

coverage factor이 값의 적절한 추정이 중요하다 [3.3-6].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고장내구성 기법의 coverage factor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watchdog timer와 같이 간단한 형태에 대해서는 고장 

주입(fault injection) 방법 등을 이용하여 coverage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3.3-7].

다. 공통원인 고장의 적용

  디지털 계통에 대한 CCF의 적용은 설계에 의해 결정된다. 디지털 시스

템의 경우 위험도가 일부 기기에 집중되게 되므로 CCF의 처리 방법에 따

라 PSA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CCF의 처리가 중요하다. 더욱

이 서로 상이한 제작자의 제품이라 할 지라도 동일 부품을 이용하거나 동

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로써 CCF의 확률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의 특성을 정확히 고려한 CCF 처리 



- 433 -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디지털 안전 계통에서는 많은 수의 다중화를 기본으로 한다. 즉, 하나 

또는 두개의 시스템에 의지할 경우 원전이 이상상태가 되었을 때 시스템

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채널에 여러 개의 시스

템을 병렬로 두어 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형 표준 원전의 

디지털 원자로 보호 계통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는 동시논리 프로세서 모

듈과 디지털 출력 모듈이 각각 16개나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

은 다중성을 두었다고 할 지라도 그 많은 기기가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고장을 일으키는 확률이 높다면 그 다중성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

서 이 공통원인 고장을 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설계 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라. 디지털 시스템의 고장유형 및 부품 신뢰도 평가

  신뢰도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고장유형의 분석은 기본적인 작업이나, 디

지털 시스템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고장 메커니즘이 불명

확하여 고장유형이 아직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어

플리케이션 별로 상이한 고장유형별 분포를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일반적인 방법의 개발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고장유형의 분석은 대단히 복잡하고 비현실적

으로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디지털 계통의 신뢰도 평가에 사용되는 부품 신뢰도 자료도 고장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고장 모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신뢰도 자료의 사용은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향을 미친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의 고장유형 분석이 이미 설명한 

고장내구성 기법의 coverage를 추정하는데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이

다. FMECA나 HAZOP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보다 상세히 수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각 고장 유형의 발생 확률을 정

량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타 산업계에서의 사용 이력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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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될 수 있으므로, 대상 시스템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고장 유형의 분포를 적절히 추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부품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이들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신뢰도값의 차이가 매우 크며 이는 직접적으로 디지털 계통의 

신뢰도 평가에 향을 미친다 [3.3-5]. 따라서 원전의 운용 환경에 알맞은 

방법론을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용 방법론 채택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마. 기타 기존 계통 모델링 기법의 한계

  디지털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 모아두고, 각 기능이 

순차적 또는 조건에 따라 수행되는 등 정적인 모델로 표현하기 어려운 측

면들이 많이 있다. 원자로 보호 시스템과 같은 단순한 기능의 모델링에 한

정할 경우에도 이 문제가 평가 결과에 큰 향을 준다. 기존의 아날로그 

보호시스템에서는 주요 공정변수를 각각의 독립된 채널을 통해 처리하

으나, 디지털의 경우 다수의 공정변수에 대한 순차 수행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시분할 단계화 임무시스템(phased-mission system)에서

의 신뢰도'를 추정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분석에서 기판 단위의 하드웨어 고장률은 구성품의 고장률을 모

두 합한 것으로 계산하 지만, 실제로 보호시스템의 기능(임무) 수행에 실

패(trip신호 생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호 발생에 실패)하는데 기여하는 

구성품의 고장률 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각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보

호시스템의 기능이 변화하므로, 기능 실패에 기여하는 구성품 이 각 모

델링 시점마다 변화한다는 데에 분석의 어려움이 있다. 마코프 모델 등의 

동적인 기법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측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나, 시간관련 정보를 요구하게 되어 기존의 플랜트 전체에 대한 PSA 

결과와 통합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스템의 이러

한 동적인 특성들을 적절한 형태로 모델링하여 기존의 플랜트 전반에 대

한 PSA 모델에 접합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바. 디지털 기기의 원전 위험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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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스템의 여러 특성은 단순히 시스템의 신뢰도에만 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원전 전체의 위험도에도 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PSA의 접근 방법은 특정

초기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상 계통이 의도한 기능의 수행 여부를 분

석하며, 원자로 보호계통의 경우 이 특정상황 은 입력변수에 의해 표현

된다. 즉, 입력변수가 기 설정된 설정치 조건을 만족하면 보호시스템이 정

지신호를 생성한다. 현재 각 입력변수에 대해 독립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 

아날로그 시스템과는 달리 디지털 시스템은 입/출력 기기나 프로세서들을 

공유하여 위험도(risk)가 한곳에 집중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초기사건에 대해 발생 가능한 입력변수를 많이 고려할수록 디지털 시스템

은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은 신뢰도를 갖게 된다. 특히 발

전소 전체 위험도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보호시스템 자체가 전체 사건 내

에서 CCF와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원전에 디지털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초기사건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운전원의 인적오류와 관련한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원자로 보호계통 등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플랜트의 상

태를 바꾸어 놓을 수 있어 디지털 기기의 도입과 설계 변경에 의해 기존

에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초기사건 유발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오작동 시 인적오류의 추가적 유발 가능성 여부, 이러한 일

련의 새로운 문제가 기존에 고려하는 초기사건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자체의 신뢰도 평가, 즉 기존 

아날로그 기술로 구현되던 안전 계측제어 기능을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는 

것을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신뢰도 정량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왔다. 따라서 아날로그 기술과 다른 신뢰도 및 안전성 특성을 가지는 

디지털 기술의 원전 도입에 따른 향을 평가하여야만 한다. 이를 통해 계

통 차원이 아닌 발전소 전체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를 파악하고 대처 

기술을 개발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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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디지털 계통 PSA 방법론

1. 문제점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제3절의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계통에 대한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PSA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또 국

내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반 되어야 할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PSA의 

결과에 미치는 향이 큰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PSA는 적용하고자 하는 계통의 안전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므로 대상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인자가 PSA의 결과

에 보다 큰 향을 미칠지 가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먼저 가상적인 디지

털 시스템의 설계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주요 인자

를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상이 되는 시스템은 현재 원전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안전계통이라 할 수 있는 원자로보호계통

으로 하 다.

가. 가상 계통 예시

  원자로보호계통은 원전에서 가장 안전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디지털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개 다중의 채널을 설치함으로써 만약

의 기기고장에 대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채널 다중성을 가지고 

채널 내에서도 다중성을 가지는 상당히 보수적인 계통을 가정하 다. 계통

의 전체 형상은 그림 3.4.1에 보이는 바와 같다. 또한 채널 내부에서의 기

기 구성도는 그림 3.4.2에 보인 바와 같다. 이러한 전반적인 계통의 형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가상의 계통

이므로 상세한 데이터는 가정을 하여 적용하 지만, PSA 분석은 계통의 

설계 자체에 대해 수행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각 채널의 결과는 원자로 정지회로 차단기를 통해 구현된 2/4 논

리를 통해 최종 정지신호를 생성하며, 채널 내부에서는 4개의 마이크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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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서를 이용하여 동시논리를 수행한다. 예시된 가상의 계통에 대해 

[3.4-1]에 상세한 설명을 수록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세 설명은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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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분석이 대상이 되는 가상의 디지털 원자로 보호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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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분석이 대상이 되는 가상의 디지털 원자로 보호 계통의 

채널 내부 기기 구성도

나. 이론적 분석

  고장수목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률들의 곱으로 이루어

진 단절집합들의 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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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Unavailability = q1+q2+ ... + qi + ... +qn (1)

qi= p1*p2*...*pj*...*pm (2)

이때 pj는 기본사건 j의 발생 확률을 나타내며, qi는 단절집합 i의 확률을 

나타낸다. 단절집합이란 해당 기본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계통의 기

능 실패를 유발하는 기본사건들의 집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중성을 갖춘 보호계통의 단절집합들은 다음의 4가지로 분

류해 볼 수 있다. 

- 1 그룹: 입력신호를 전달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그룹: 정확한 출력신호를 생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그룹: 신호의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 4 그룹: 상기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상기의 각각의 단절집합들은 개념적으로 그림 3.4.3에 도시한 바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1 그룹의 단절집합의 발생확률은 입력모듈 공통원인 고장

의 확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2, 3 그룹의 단절집합의 경우에

도 결국은 출력모듈 및 프로세서 모듈의 공통원인 고장의 향을 가장 심

각하게 받을 것이다. 디지털 계통의 각 모듈의 고장확률이 10E-3/demand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4 그룹의 발생확률은 1, 2, 3 그룹의 발생확률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것임이 자명하다. 예를 들어 4개의 다중성을 가진 계

통을 가정해 보면, 각각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10E-12/demand 수준의 발생 확률을 가지는데 비해 공통원인 고장은 

10E-5/demand 수준의 발생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공통원인 고장의 발생확

률이 개별 기기의 독립고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확률보다 천만배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단절집합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q1 = Pr(OP) * Pr(AI CCF) 

q2 = Pr(OP) * Pr(DO CCF)

q3 = Pr(OP) * Pr(PM CCF) * Pr(WDT CCF)

q4 = Pr(OP) * Pr(PM CCF) * { Pr(WDT a1) * Pr(WDT a3)... }

q5 = Pr(OP) * Pr(PM CCF) * { Pr(WDT a1) * Pr(DO a3)... }

이때, 각 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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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 the probability that a human operator will fail 

to manually initiate the reactor trip 

Pr(AI CCF) the probability of the CCF of analog input 

modules

Pr(DO CCF) the probability of the CCF of digital output 

modules

Pr(PM CCF) the probability of the CCF of processor 

modules

Pr(WDT CCF) the probability of the CCF of watchdog timers

Pr(WDT a) the probability that the watchdog timer a will 

fail to initiate the reactor trip

Pr(DO b) the probability that the digital output module b 

will fail to initiate the reactor trip.

q1은 1 그룹에 해당하는데, 입력모듈의 공통원인 고장이 발생하여 원자로

정지 계통이 정상적으로 신호를 처리하지 못하는 가운데, 운전원 또한 원

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실패할 확률을 나타내며, q2는 2 그룹에 

해당하고, q3, q4, q5는 모두 3 그룹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프로

세서 모듈의 고장확률이 입출력 모듈의 고장확률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감시타이머를 설치하여 프로세서 모듈의 고장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감시

타이머 또한 적절한 감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계통의 실패가 발

생하게 된다. 

  상기의 주요 단절집합의 살펴보면, 운전원의 오류 확률은 디지털 계통과

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q4 및 q5와 같이 개별 사건의 확률의 곱이 포함

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발생 확률이 낮으므로, 주요 사건을 Pr(AI 

CCF), Pr(DO CCF), Pr(PM CCF), Pr(WDT CCF)의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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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다중성을 갖춘 원자로 보호계통의 단절집합의 분류 개념도

2. 민감도 분석

가. 분석 인자 설정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r(AI CCF), Pr(DO CCF), Pr(PM CCF), 

Pr(WDT CCF)를 주요 변수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민감도 

분석의 인자를 설정할 수 있다. [3.4-1]

  Pr(AI CCF), Pr(DO CCF)은 입출력 모듈의 공통원인 고장 확률을 뜻하

는데, 입출력 모듈의 공통원인 고장은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입

출력 모듈에 모두 동종의 모듈을 사용하는지, 이기종의 모듈을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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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인 고장 배제 설계를 하는지에 따라 그 발생확률이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출력 모듈의 설계의 3가지로 나누어, 단일 종류의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2종류의 입력 모듈과 단일종류의 출력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 모두 각자 2종류의 기기를 사용하

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 다. 이때 2종류의 모듈내에서는 공통원

인 고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다.

  Pr(PM CCF)은 프로세서 모듈의 하드웨어적인 고장확률과 소프트웨어

의 오류 확률을 나타낸다. 하드웨어의 고장확률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오류확률을 민감

도 분석의 인자로 선택하 다.

  Pr(WDT CCF)은 감시타이머가 하드웨어적으로 고장날 확률과 프로세

서 모듈의 고장을 감지해 내지 못할 확률을 나타낸다. 감시타이머는 대단

히 단순한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Pr(WDT CCF)은 주로 프로세

서 모듈의 고장을 감지하지 못할 확률에 의해 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감지확률을 민감도 분석의 인자로 선택하 다.

  이상과 같이, 설계에 따른 입출력 모듈의 구성, 소프트웨어의 오류확률, 

감시타이머의 고장감지 확률의 3가지 인자를 선택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 다. 

나. 분석의 범위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디지털 계통에 한정되므로, interposing relay

에서 정지차단기(trip circuit breaker; TCB)까지의 계통에서 사용된 기기

의 신뢰도는 1로 두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센서 및 송출기(transducer)의 

신뢰도도 1로 하 다. 

  또한 정지변수는 2개만을 고려하 다. 단일 계통이 다수의 변수를 처리

하는 디지털 계통의 특성상 많은 정지 변수를 고려할 수록 그 신뢰도가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설계

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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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KwTree 안전성 분석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으며, 확률값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기본사건의 확률은 표준원전

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PLC 모듈의 신뢰도값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3.4-2]. 소프트웨어의 고장률이 상승하거나 감시 타이머의 오류검출률

이 감소할 수록 시스템의 불가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감

시 타이머의 오류검출률이 1일 경우, 즉 모든 오류를 감시 타이머가 검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고장은 시스템에 향을 미치지 못한

다. 

  분석의 결과는 표 3.4.1에서 3.4.3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3.4.4에서 3.4.6에 

도시한 바와 같다. 표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량 분석의 

결과, 추출된 세가지 인자의 변화는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성에 수배에서 

수십배까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수한 경우의 계통 

불가용도는 4.8E-9 이며, 최악의 경우는 1.6E-5의 결과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 감시타이머의 고장감지율이 100%이며, 소프트웨어는 오류가 없는 것

으로 가정한 경우이므로 비현실적이라 하겠다. 감시 타이머의 오류 검출률

이나 소프트웨어의 오류 범위가 분석에서 고려한 수치범위 밖에 있을 경

우까지 고려하면, 수백배 이상의 안전성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4채널 원전

보호계통의 안전성의 수준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10E-5 이하의 소프트

웨어 오류확률을 보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순한 감시타이머의 고

장감지율이 70%를 넘도록 설계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동일한 종류

의 입출력 모듈을 이용한 설계의 경우 대략 3.7E-6/demand 정도의 계통 

불가용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운전원의 

오류 확률(5%)이 곱해진 것이므로 사실상 디지털 원전보호계통의 계통불

가용도는 이 값의 20배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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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단일종류의 디지털 출력과 단일종류의 아날로그 입력 모듈을 

사용한 설계에서의 민감도 분석 결과 

시스템 불가용도 SW Failure Probability

0 1E-06 1E-05 1E-04

Fault 

Coverage

0.3 6.064E-06 6.164E-06 7.061E-06 1.603E-05

0.4 4.829E-06 4.884E-06 5.378E-06 1.032E-05

0.6 3.651E-06 3.664E-06 3.774E-06 4.878E-06

0.7 3.444E-06 3.449E-06 3.491E-06 3.919E-06

1.0 3.313E-06 3.313E-06 3.313E-06 3.313E-06

0.2
0.4

0.6
0.8

1.0

10-9

10-8

10-7
10-6

10-5
10-4

1E-6

1E-5

Sy
st

em
 U

na
va

ila
bi

lit
y

S/W Failure Probability

Fault Coverage

그림 3.4.4 단일종류의 디지털 출력과 단일종류의 아날로그 입력 모듈을   

         사용한 설계의 경우 감시타이머의 오류 검출률과 소프트웨어 

고장률에 따른 계통 불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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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단일종류의 디지털 출력과 2종류의 아날로그 입력 모듈을 사용한 

설계에서의 민감도 분석 결과 

시스템 불가용도

SW Failure Probability

0 1E-06 1E-05 1E-04

Fault 

Coverage

0.3 3.106E-06 3.206E-06 4.103E-06 1.308E-05

0.4 1.871E-06 1.926E-06 2.420E-06 7.365E-06

0.6 6.929E-07 7.052E-07 8.156E-07 1.920E-06

0.7 4.855E-07 4.902E-07 5.330E-07 9.607E-07

1.0 3.543E-07 3.543E-07 3.543E-07 3.543E-07

0.2
0.4

0.6
0.8

1.0 10-9

10-8

10-7
10-6

10-5
10-4

1E-6

1E-5

Sy
st

em
 U

na
va

ila
bi

lit
y

SW Failure Probability

Fault Coverage

그림 3.4.5 단일종류의 디지털 출력과 2종류의 아날로그 입력 모듈을      

            사용한 설계의 경우 감시타이머의 오류 검출률과 소프트웨어 

고장률에 따른 계통 불가용도



- 447 -

표 3.4.3. 2종류의 디지털 출력과 2종류의 아날로그 입력 모듈을 사용한 

설계에서의 민감도 분석 결과

시스템 불가용도

SW Failure Probability

0 1E-06 1E-05 1E-04

Fault 

Coverage

0.3 2.757E-06 2.856E-06 3.754E-06 1.273E-05

0.4 1.521E-06 1.576E-06 2.071E-06 7.016E-06

0.6 3.435E-07 3.557E-07 4.662E-07 1.571E-06

0.7 1.360E-07 1.407E-07 1.835E-07 6.113E-07

1.0 4.796E-09 4.80E-09 4.801E-09 4.846E-09

0.2
0.4

0.6
0.8

1.0
10-9

10-8

10-7
10-6

10-5
10-4

1E-6

1E-5

Sy
st

em
 U

na
va

ila
bi

lit
y

S/W
 Failure Probability

Fault Coverage

그림 3.4.6 2종류의 디지털 출력과 2종류의 아날로그 입력 모듈을 사용한  

          설계의 경우 감시타이머의 오류 검출률과 소프트웨어 고장률에 

따른 계통 불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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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계통 안전성 분석 기본 가이드

  상기의 주요인자 도출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고장수목을 이용하는 경우

에 대해, 간단하지만 현실적인 안전성 분석의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 모듈 단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설계 자료가 필요하게 되므로 플랜트 

전반의 안전성 분석과 수준을 맞추는 정도를 고려한다면, 모듈 단위

의 고장확률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 모듈단위의 고장확률은 제품 공급자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MIL-Handbook 217F와 같은 공인된 방법론을 따른다. 안전관련 기

능을 수행하는 소자들의 고장율만을 고려할 수 있다면 보다 현실적

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지만, 이러한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할 경우, 

전체 소자의 고장율을 모두 합산하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는 것

이 좋다. 

- 디지털 계통의 공통원인 고장의 분석 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가 확

보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일반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베타 팩

터 방법이나 MGL방법을 적용한다. 

- 기본적으로 프로세서 모듈내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고장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나, 원전보호계통 등 단순한 

계통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

적이다.

- 감시 타이머 등 고장감시 기법이 적용된 경우 이를 모델에 반 하여

야 현실적인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 100% 고장 검출이나, 0% 검출 

등의 극단적인 가정은 비현실적인 안전성 분석 결과를 유도하게 되

므로 공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득가능한 수준의 검출율

을 적용하여야 한다.

- 상기의 특성 이외에도 위험도 집중 등 디지털 기기의 고유 특성을 

본 연구의 보고서 [3.4-3], [3.4-4], [3.4-5], [3.4-6]를 참조하여 충분히 

파악한 후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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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SA결과의 설계에의 활용

  한편, 계통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본 보고서에 제시된 안전성 분석 방법

을 참조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중인 계통의 안전성 향상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설계된 계통의 불가용도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 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또한 각

각의 인자들을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목표 계통 불가용도를 

먼저 설정할 수 있다면, 이로부터 역산하여 소프트웨어의 오류확률을 보증

하기 위한 시험의 횟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하거나 [3.4-7] 고장내구성 기법

의 적용 정도를 결정하는 등 많은 설계 대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유

용한 보조수단으로 PSA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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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하드웨어 신뢰도 평가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의 고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합된 형태

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통합된 기기에 대한 신뢰도 정량 평가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된 형태로 다룰 것인지 

문제와 통합할 경우에는 기기 고장율 자료 확보, 분리할 경우에는 소프트

웨어의 고장자료 확보와 상호 의존성을 반 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기술수

준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이 일

반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하드웨어만의 정량 분석도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도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하드웨어 신뢰도 정량 평가와 관련된 다음의 주요한 세 가지 분야

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 첫 번째가 부품의 신뢰도 평가이다. 이 주제는 사용 이력이 없는 최

신 전자 부품의 고장율 예측방법과, 여러 가지 핸드북이나 회사별로 제공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과 고장모드 분류 등을 다룬다.

  두 번째는 부품이 결합된 보드 또는 유닛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의 신뢰도 평가이다. 시스템 수준의 신뢰도 평가는 모델 방법에 따라 반

할 수 있는 변수가 달라지고, 정량적인 결과 뿐만 의사 결정을 위한 정성

정 분석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평가 방법이다. 계측 제어 기기는 다양한 환경조건

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전된다. 그러므로 항상 환경적인 스트레스와 운전 

유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인 온도, 습도, 전기부하등을 포함

한 지진, 화재, 전자기파 등의 스트레스 향을  신뢰도 평가에 반 하는 

방법을 다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에서 조사된 데이터 베이스와 방법들을 

실제로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에 적용하여 상호 비교 및 경험자료와 같이 

분석하는 적용연구를 수행하 다.    

1. 신뢰도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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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스템은 특성상 기존의 아날로그 기기의 정량 분석방법을 따

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는 신뢰도 모델링 시 하드웨어

만을 고려하면 되었으나 디지털 시스템은 하드웨어만으로는 그 기능을 모

델 할 수 없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

반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이 

두 가지가 복합된 것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정량화에 대

한 방향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하드

웨어를 소프트웨어와 분리하여, 정확하게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상태인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신뢰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 다. 

 

가. 부품 신뢰도 평가

  신뢰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고장 데이터

를 수집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장률 자료는 부품이 가지는 고유한

(intrinsic) 특성만을 나타므로 실제 운전 조건과 환경에서 나타나는 고장

율과는 다를 수 있다. 이것은 고장율 데이터가 실제 운전 조건이나 환경을 

정확히 반 하지 못한 결과이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같이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주어진 기간안

에 일어난 고장 횟수만의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환경인자의 향, 보수의 

품질이나 주기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 고장 유형

- 표본 크기

- 특정운전 조건이나 환경조건

- 고장과 관련한 성공적인 운전 횟수

- 조사기간내에서 실제 운전한 시간 

- 보수 시간

- 고장간격

- 주기시험 기간 또는 빈도  

고장율이 중요한 만큼,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기계부품까지 포함한 고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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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참고자료(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많이 개발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장 데이터를 더욱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PSA 에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5-1].

- Failure Rate Data Program(FARADA)

- Government-Industry Data Exchange Program(GIDEF)

- Non-electric Parts Reliability Data (NPRD-1)

- Energy Technology Engineering Center (ETEC)

- UKAEA Data Program

- National Center of Systems Reliability (SYREL)

- Nuclear Plant Reliability Data System (NPRDS)

- Generating Availability Data System (GADS)

- Licensee Event Report

- Operating Unit Status Report (NUREG-0020)

- Reactor Safety Study, WASH-1400 (NUREG-75/014)

- Failure Incident Report Review (FIRR)

- IEEE Survey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s

- Nuclear Power Experience Reports

- IEEE Nuclear Reliability Data Manual - ANSI/IEEE 500-1984

  상기의 고장율 데이터(데이터 베이스)는 기계부품을 포함한것으로서 전

자 기기를 구성하는 세부 부품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다. 특히 디지털 시

스템에 관해서는 더욱 더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기기의 

신뢰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장 데이터는 주로 군사 분야나 통

신 분야의 자료를 이용한다. 특히 개발단계 또는 사용이력이 많지 않은 부

품에 대한 고장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장율을 에측하는 절차가 포함되

어야 한다.  그리고 부품의 고장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 목적과 사용 주

체에 따라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자 기기의 신뢰도 예측을 위해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핸드북

은 MIL-HDBK-217이다. 이는 전자 장비의 신뢰도 예측을 위한 군사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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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북으로 Rome 연구소와 신뢰도 분석 센터(Reliability Analysis Center: 

RAC)의 연구를 기반으로 미 국방성에서 편찬하 다. MIL-HDBK-217은 

전자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전자 부품, 즉 집적회로, 트랜지스터, 다

이오드, 저항, 커패시터, 릴레이, 스위치, 커넥터 등 19종 84 타입에 대한 

고장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 부품의 고장률 모델은 다양한 시스

템과 부품들에 대해 얻어질 수 있는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 가능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단순화된 가정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신뢰도 예측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Bellcore TR-332 이다. 많은 상업

적인 전자 제품 회사들은 그들 제품의 신뢰도 예측을 위해 Bellcore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Bellcore는 벨 통신 연구소의 이름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전에는 신뢰성 예측을 위해 MIL-HDBK-217을 많이 사용하 으나 

MIL-HDBK-217의 근본적인 목적이 군사 전자 장비들의 신뢰성 예측에 

있기 때문에 몇몇 상업 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수치가 

도출되기도 하 다. 따라서 Bellcore는 1985년 그들의 현장 경험을 보다 

더 잘 반 시키기 위해 모델을 수정하 고, 상업적인 전자 제품들에 보다 

더 응용 적절한 Bellcore 신뢰도 예측 절차를 개발하 다. 컴퓨터, 통신 시

스템, 의학 장비, 파워 서플라이 등을 생산하는 많은 상업적 고객들은 그

들 제품의 신뢰성 예측을 위해서 Bellcore 방법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신분야의 대규모 업체에서 개발한 HRD( 국), 

Siemens(독일), NTT(일본), Italtel(이탈리아), CNET(프랑스) 등의 신뢰도 

예측 방법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그들에게 맞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들을 정리하면 표 3.5.1 과 같다.

  본 절에서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고장율을 부품단위까지 예측하는데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인 MIL-HDBK-217 와 Bellcore TR-332 

방법을 자세히 검토하 다.

(1) MIL-HDBK-217

  MIL-HDBK-217은 설계 단계의 지침을 제공해 주며 일정한 시스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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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에 개개 부품의 고장률을 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가장 최근

(1992년)의 개정판인 MIL-HDBK-217F는 군사 전자 장비의 신뢰성을 추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 전자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예측과 비교를 위한 

기본 토대(common basis)를 확립하고 있다.  신뢰도 예측을 위해 부품 스

트레스 분석법(part stress analysis)과 부품 카운트 분석법(part count 

analysis)을 적용한다.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은 상당량의 상세 정보가 필

요하고 하드웨어와 전자 회로가 실제로 설계되는 설계 후반부에 적용 가

능하다. 부품 카운트 분석법은 설계 초반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다소 적

은 량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부품량, 부품 품질 그리고 적용 환경에 관

한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품 카운트 분석법은 부품 스트레스 분

석법에 비해 보수적 추정치(conservative estimate), 즉 보다 높은 고장률

을 유발한다. MIL-HDBK-217F에서 지원하는 전자 부품 고장률 부품 종

류는 표 3.5.2 및 표 3.5.3 과 같고,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과 부품 카운트 

분석법 의 차이점 비교는 표 3.5.4 와 같다.

  부품 카운트 법에 적용하는 고유 고장율 데이터는 부품 스트레스 법의 

공식(모델) 에 기본값( default value)를 적용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환경 조건이 다르게 되며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에 의한 고유 고장율 값이 부품 카운트에 의한 값보다 크거나 적을 

수 있다. 

(가)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 (Part stress analysis)

  부품 스트레스를 포함한 부품에 관한 상세 정보 즉, 부품명, 부품 설명, 

사용 개수, 제조업자 등의 공통 데이터와 품목 고유의 중요 데이터 즉,  

집적회로의 경우엔 LSI, MSI, SSI 등의 집적도, TTL, LIN, MOS 등의 로

직, 게이트, 트랜지스터 개수, 리드(lead) 수, 최대 전압, 최대 전류, 접합 

온도에 관한 정보, 커패시터의 경우 정격 전압, 품질 수준, 정전 용량에 관

한 데이터, 개별 반도체의 경우 온도 특성, 재질, 정격 전압, 정격 전력, 품

목 등에 관한 데이터가 사용 가능할 때 적용 가능하다. 이것은 부품 선택, 

스트레스와 신뢰성간의 절충을 위해 설계 후반부에 사용될 수 있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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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고장률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

하는 등의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장비에 적용된다. 보드 레벨(혹은 시

스템 레벨)의 고장률을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각 소자 단위로 

개별적으로 계산된 고장률을 모두 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은 회로 보드

에 대한 고장률, 납땜된 점프선의 고장률, 커넥터에 대한 고장률에 더해진

다. 부품 고장 모델은 부품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변하나 일반적인 

형태의 부품 전체의 고장률( λ p )은 다음과 같다. 

λ p = λ b πEπAπQ … π n

① 기저 고장률 ( λ b )

  기저 고장률은 각각의 일반적인 부품의 범위에 대하여 표본 추출된 부

품 시험 자료로부터 얻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 자료들은 고장률에 대하여 

정규 화된 부하와 온도에 의해 나타낸다. 부품에 기본적으로 걸리게 되는 

부하와 안전요소는 이 기저 고장률 값에 반 된다. λ b의 값은 예상 작동 

온도에서 예견되는 부하 수준(즉, 전력과 전압)에 의해 결정된다. 부품의 

정격 부하와 상대적으로 적용된 부하 값은 부품의 궁극적인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나타낸다. 

② 품질 인자(Quality factor: πQ )

  부품 고장률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인자로 부품이 사용자에게 보내

지기 전에 제조되고 시험되는 제조 통제의 정도를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많은 부품들이 여러 가지 품질 수준을 갖는 명세서에 의해 표시된다. 

③ 환경 인자(Environmental factor: πE  )

  환경 조정 인자 πE는 온도와 방사선의 향을 제외한 모든 환경 스트

레스를 정량 화한 값으로서 부품이 수행해야하는 군사적인 작동 환경(진

동, 습기 등)과 관계가 있다. 특정한 부품의 형태나 구조에 따라 πE값은 

0.2에서부터 120까지의 값을 취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주변 환경은 일반

적으로 매우 엄격하며 가장 높은 값의 πE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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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적용 인자 ( πA )

  이 요소는 부품의 적용에 관련되며, 부차적인 부하와 신뢰도에 중요하다

고 여겨지는 적용 요소들을 고려에 넣는다. 

⑤ 반복 인자 ( πn )

  이 값은 구성 등급 그리고 고장률을 수정하는 다른 요소들을 설명해주

는 부가적인 조정인자들의 갯수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⑥ 온도 인자(Temperature factor; πT )

  부품의 신뢰도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부품 모델 사용시 요구

되는 온도에 관한 정확한 열적(thermal) 동작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이

에 대한 자료는 설계 자료로부터 취득된다.

(나) 부품 카운트 분석법 (Part Count Analysis)

  부품 스트레스 분석을 적용하기에 정보량이 불충분할 경우에 사용 가능

한 방법으로서 시스템 초기 설계 과정, 제안 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는 일반적인 부품 타입과 부품 량, 부

품 품질, 장비가 사용되는 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전자 시스템의 고장률은 

MIL-HDBK-217F (issue 2)에서 테이블로 주어진 각 소자들의 고유 고장

률(generic failure rate)과 부품 품질 인자를 곱한 값을 장비의 다른 소자

들의 고장률에 단순히 더해줌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이 분석 기법은 초기 

설계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적 정보를 사용하며, 개개 부품의 부하와 

설계에 관련된 상세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수학적 모델은 다음과 같다.

   λ EQUIP= ∑
i=n

i=1
N i ( λ g π Q ) i

 여기서 각각의 변수는 다음과 같다.

λ EQUIP  : 기기의 총 고장율 ( 고장/10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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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g  : i 번째 부품의 고유 고장율 (고장/106 시간)

π Q  : i 번째 고유 부품의 품질 인자

N j
 : i 번째 고유 부품의 숫자

   n : 기기 내에 있는 고유 부품 카테고리의 수 

  이 계산식은 전체 기기가 동일한 환경에 놓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기기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동되는 여러 단위기기가 모여서 구성된 경

우에는 계산을 각각의 환경 조건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기의 총 

고장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경-기기” 고장율들을 더해야 한

다. 품질 인자도 표에 나타나있으나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값과 같은 것은 아니다. 집적 회로에 대하여는 λ g  외에 π L   이라는 

인자를 곱한다. 이 인자는 공정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산한지 2

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정이 필요 없다( π L=1).   생산 이력이 2 년 이하

인 경우의 해당 기간별로 표에 있는 값을 고려한다. 특별히 전형 화된 설

계가 없는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회로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고장율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에 있는  방법을 적용한

다. 

  부품 카운트 법에 쓰이는 고장율 자료는 부품스트레스 법에서 사용하는 

모델에 변수의 기본 값을 대입하여 계산되었다. 따라서 기본 환경 조건과 기

본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과 부품 카운트법의 계산 결

과가 같다.(표 4 참조)  이 기본 값들은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의 기저(고유) 

고장율인 λ g  자료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기본 값과 상이한  부품이나 많

은 량의 부품을 고려할 경우에는  부품 스트레스 방법을 따를 수 있다.

(2) Bellcore TR-332 

   Bellcore 방법 역시 MIL-HDBK-217 과 같이  직렬연결(serial system)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 의한 고장은 고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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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장최근에 발행된 Bellcore 자료는 TR-332 로서 6번째 개정판이다.

   신뢰도 예측의 결과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고려하여야 하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므로 신뢰도 예측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상상태 고장율과 첫해 승수 값을 제시하도록 요구

한다. 첫해 승수는 운전 첫해( 8760 시간)의  평균 고장율을 정상 상태 고

장율의 배수로서 나타낸 것이다. 정상 상태 고장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품

의 성능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Bellcore 방법은 정상상태 고장율 예측

과 첫해승수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Bellcore 에서는 신뢰도 예측 방법

으로 3가지를 제안하 다. 이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 방법 I : 부품 카운트 법

- 방법 II : 부품카운트 법에 burn-in 시험 결과를 복합한 방법

- 방법 III : 현장자료 추적을 근거로 한  통계적 예측법

   Bellcore 에서는 특정방법의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으나 방법 II, III을 

선택할 때는, 비교를 위하여  방법I 에 의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리고 Bellcore 은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는 고장 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 자료, 실험실 자료, MIL-HDBK-217, 기

기 제작자 자료, 기기 공급자의 자료, 공학적 분석 등이다.  각 방법에 대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방법I : 부품 카운트 법

이 방법은 MIL-HDBK-217의 부품카운트 법과 비슷하며, 유닛의 고장율

을 계산하기 위하여 개별기기의 고장율을 더한다. 개별 기기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기기의 운전 환경, 품질 요건, 적용 조건( 온도와 전기적

인 스트레스) 이다. 이 방법 적용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조건과 burn-in 취

급방법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 다.

- 경우 1 : 사용온도 40℃이고 전기적 스트레스가  50%로 가정하

고 기기burn-in은 없고,  유닛/시스템 burn-in이 1시간 이하인 블랙 박스

로 취급

- 경우 2 : 사용온도 40℃이고 전기적 스트레스가  50%로 가정하

고 기기burn-in은 없고,  유닛/시스템 burn-in이 1시간 이상인 블랙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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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급

- 경우 3 : 위의 두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 (예를 들면 사용온도가 

사용온도 40℃ 이상이고 전기적 스트레스가  50% 이상)

경우 1이 가장 단순하고 경우 3이 가장 복잡하다. 따라서 첫해 승수와 정

상상태 고장율을 계산하는 방법의 복잡도가 다르다. 경우 2를 사용하는 이

유는 경우1이 burn-in 결과를 반 하지 못하므로, burn-in 시험결과를 반

하여 초기의 고장율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경우 3은 그보다 더 시험

조건을 반 하여 고장율을 최적으로 반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상상태 

고장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정상상태 고장율

경우 3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이에 대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λ SS i= λ G i
π Q i

π S i π T i

 여기서

λ G i
  : i 번째 부품의 고유 고장율 

π Q i
 :  i 번째 부품의 품질 인자

π S i  :  i 번째 부품의 스트레스 인자

π T i
 :  i 번째 부품의 온도 인자 ( 정상 상태의 운전 온도) 이다.

부품의 고유 고장율은 MIL-HDBK-217에서 인용하거나, Bellcore에서 자

체적으로 구하여 고장율 자료Table( TR-332 Table 11) 에 정리하 다. 

Bellcore 절차서에서 고장율을 제공하는 기기의  종류는 표 3.5.5 와 같다.  

따라서 사용자는 고장률 자료 Table에서 사양에 알맞는 것을 선정하여 계

산에 이용하면 된다.  단 하이브리드형의 집적 회로(microcircuit)는 일반

적인 유형으로 구분이 어렵고 이름만으로 구성의 복잡도등을 알 수 없으

므로 MIL-HDBK-217의 식을 변형한 다음과 같은 별도의 고장율 모델이 

있다. 

λ HIC=∑( λ G π Q π S π T )+( N I λ I N C λ C N R λ R )( π F )

여기서

λ G  = 개별 칩이나 팩키지 된 기기에 대한 고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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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Q  = 품질 인자

π S  = 스트레스 인자

π T  = 온도 인자

N I
 = 내부의 연결선 숫자

λ I  = 0.8

N C
 = 얇거나 두꺼운 커패시터의 숫자

λ C  = 0.5

N R
 = 얇거나 두꺼운 박막형 저항의 숫자

λ R  = 0.2

π F  = 회로 기능 인자( 1.0 : 디지털 HIC, 1.25 : 선형 또는 선형-디지털 

HIC) 이다. 

이 값은 기기의 총 고장율이다. 만일 burn-in 에 대한 효과를 반 하려면 

다음과 같이 π S π T  를 구한다. 

 π S π T=
λ HIC
λ HIC BB

여기서 λ HIC BB
 는 HIC 내에 있는 모든 기기의 π S와 π T  를 1.0 으로 

설정했을때의 HIC의 고장율이다. 

   그리고 품질 등급에 따른 인자도 Table 로 제공하며 MIL 규격부터 일

반 상용품까지 구분하여 0.9에서 6.0 까지 할증하도록 도어 있다.

  기기나 유닛의 스트레스 인자도 MIL-HDBK-217 과는 다르게 Table로 

제공 되어으며 스트레스가 10%에서 90% 까지 번할 때 할증이 0.1에서 

10.6 까지 변한다. 또한 온도 인자도 Table로 제공되어 쉽게 적용이 가능

하다.

  온도가 40 ℃ 이고 스트레스가 50% 일 때는 경우 1, 2 는  

π T= π S= 1.0  이므로 공식은 간단해진다.

λ SS i= λ G i
π Q i

유닛의 정상상태 고장율은 유닛 내의 모든 기기의 고장율의 합에 유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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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자를 곱하여 계산한다. 

 λ SS= π E ∑
n

i=1
N i λ SS i

여기서 

   n = 유닛내의 서로 다른 기기의 종류

N i
 = i 번째 종류의 기기 수 

π E  = 유닛의 환경 인자이다.

환경 조건과 그에 대한 환경 인자 값은 표 3.5.6 과 같다.

② 첫해 승수

  i 번째 종류의 기기의  승수(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기기의 유효 

burn-in 시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3에 대한 유효 burn-in 

시간 t e i  는 다음과 같다. 

t e i=
A b,d t b,d+ A b,u t b,u+ A op π s i

A op π S i

여기서 

A b,d
 =기기 burn-in 온도에 대응되는 아레늬우스 가속인자 

t b,d  = 기기 burn-in 시간 ( 시간)

A b,u
 =유닛 burn-in 온도에 대응되는 아레늬우스 가속인자 

t b,u  = 유닛 burn-in 시간 ( 시간)

A b, s
 =시스템 burn-in 온도에 대응되는 아레늬우스 가속인자 

t b, s  = 시스템 burn-in 시간 ( 시간)

A op
 =정상 운전  온도에 대응되는 온도 가속인자 

π S i  = 정상 운전 조건에서의 전기적 스트레스인자이다

  이렇게 구한 유효 burn-in 시간에 따라 첫해 승수는 burn-in 시간에 따

라 공식을 달리하여 구해진다. 그 변화 범위는 1.0에서 4.0 까지 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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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초기에는 정상상태 고장율의 최대 4배까지 더 고장이 발생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유닛의 첫해 승수도 기기의 첫해 승수를 이용하여 구한다.

(나) 방법 II : 부품 카운트 법과 실험 자료를 복합한 예측 방법 

   방법II 는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 절차

의 목적은 기기 제작자가 현실적이고 유용한 실험실 시험(laboratory test)

을 수행하도록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실험실 시험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 결과가 방법 I 에 의한 고장율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비교검토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법 II 는 부품 카운트 법에 의한 고유 고장

율과 실험실 시험 고장 자료의 가중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다. 물론 가중치

는 실험실 시험의 결과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기의 고유 고장율 값은 

TR-332의 table 11-1에서 구하고,  유닛의 고장율 값은 λ SS/( π E π T )  

이다.  실험실 자료가 유용하면  방법 II에 의한 고장율은  실험실 시험 

결과에 좌우되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 II의 결과는 고유고장율에 좌우된다. 

방법 II에 의한 결과를 이용하면 기기(device)나 유닛(unit)의 기초 고장율

은 부품 카운트 법의 고유 고장율을 대신한다.  이 기초 고장율은 방법 II

의 정상상태 고장율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이 기기 기초 고장율은 

유닛 수준의  부품 카운트 법에 사용하는 TR-332 table 11-1의 고유 고

장율을 대치한다. 유닛 수준의 고장율이 시스템의 신뢰도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될 때는 방법 II에 의한 유닛의 정상상태 고장율이 부품 카운트 법에 

의한 고장율을 대체한다. 단 방법 II는 TR-332 Table 11-1에 기기에 대한 

고유 고장율 자료가 없는, 품질 등급 II나 III에 따라 구매하거나 제작된 

기기에도 적용가능하다. TR-332 table 11-1에 자료가 없는 품질 등급 I에 

해당되는 기기의 고장율은 기타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방법 II를 적용하기 위한 경우는 4가지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다.

- 경우 L1 : 이전에 기기 burn-in이 없는 기기의 실험실 시험 

- 경우 L2 : 이전에 기기/유닛 burn-in이 없는 유닛의 실험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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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L3 : 이전에 기기 burn-in이 있는 기기의 실험실 시험   

- 경우 L4 : 이전에 기기/유닛 burn-in이 있는 유닛의 실험실 시험  

 

(다) 방법 III  : 현장 추적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예측

  현장에서 발생된 고장을 추적하여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기기나 유닛

의 현장 고장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계산된 값으로 기기나 유닛의 

방법 III 정상상태 고장율을 계산하는데 사용하고, 이 결과는 시스템 수준

의 신뢰도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 

  방법 III는 어떠한 품질등급이나 환경등급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단 대상 

시스템의 품질등급이 추적시스템의 등급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 그리고 

대상 시스템의 환경도 추적시스템의 환경보다 같거나 온화해야 적용이 가

능하다. 따라서 지상 온화, 지상 고정, 지상 이동 ( Ground benign, 

Ground fixed, Ground mobile) 환경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방법 III 을 적

용하기 위한 기본 현장 추적 시간은 최소한 3000 시간이 넘어야 한다.

(3) 부품 신뢰도 예측 방법 비교

  MIL-HDBK-217 과 Bellcore TR-332 방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은 

거의 유사한 다음과 같은 신뢰도 식을 사용한다.

λ PART i
= λ G i

∑
n

i=1
π F: i

λ EQIP= π E ∑
n

i=1
N i λ PART i

즉 정상상태에서 기기의  고장율은 부품의 고장율과  π 인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각 방법별로 향이 두드러지는 인자들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3.5.7 과 같다.[3.5-2]

  그러나 이들 방법의 직접적인 비교는 신중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같은 

품질인자라도 그에 해당되는 기준은 해당 방법에서 독특하게 정의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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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따라서  각 방법에 따른 신뢰도 데이터는 핸드북형태로 출판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값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로부터 직접 얻은 현장의 고장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일

부는 핸드북의 자료에 현장 경험 자료를 복합시켜서 사용하기도 한다. 따

라서 각각의 방법에 의한 결과가 서로 상이하다. 그리고 각 방법의 편차는 

현재보다 과거가 더 심하 다. 그 예로서 64K DRAM  부품의 8년 전 후

의 고장율 예측 결과를 표 3.5.8 에 나타내었다[3.5-3].

  이 결과는 최근의 방법이 보다 정확하고 방법들간의 편차가 적음을 나

타낸다. 이것은 부품 고유의 신뢰도를 예측하는 모델과 현장이력이 반 된 

“지식인자”(learning factor)를 나타낸다. 즉 과거에 모델에 있어서 부적합

하거나 불확실한 것은 제거하고, 현장 이력을 반 하여 고장 자료를 갱신 

한 결과이다. 

  다른 관점은 예측한 결과와 실측한 고장율과의 비교이다. 예측 자체만으

로  제품의 우열을 가리거나 하는 등의 설계나 개발단계에서의 목적을 이

룰 수는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사용자가 감지하는 신뢰도인 것이

다. 예로서 프린트 회로 기판을 대상으로 9개의 제작자의 설계를 비교하기 

위한 고장율 예측 결과를 표 3.5.9 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보면 한 제작자를 제외하고는  예측 값이 관측값보다 낙관

적(고장율이 적음)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실제 적용환경이 설계시에 고려

한 운전조건과 환경보다 과하거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인 전자 부품제작자나 신뢰도 엔지니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

하는 MIL-HDBK-217 과 Bellcore 방법의 사용자들에 의하면 Bellcore에 

의해 추정된 평균 고장 시간(MTBF)이 실제 현장 경험과 매우 일관된 결

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Bellcore 도 부품의 기본 고장율

(basic failure rate) 는 MIL-HDBK-217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MIL-HDBK-217과 Bellcore TR-332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3.5-4]

- Bellcore는  5개의 환경 조건만 고려하는 반면에 MIL-HDBK-217는 그

라운드와 우주, 수중에서의 14가지 환경 조건을 고려한다. 이렇듯, 만일 실

제 제품이 우주나 수중에서 사용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신뢰도 예측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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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MIL-HDBK-217을 사용하여야한다.

- Bellcore는 모든 부품 고장률을 주변 온도(ambient temperature)를 토대

로 함으로써 모델을 단순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MIL-HDBK-217 은 집적

회로와 반도체 소자들의 부품 접합 온도를 기반으로 고장률을 계산한다. 

Bellcore 방법이 빠르고 쉽지만 고 전력 소모 부품에 대해서는 부정확할 

수도 있다. 

- Bellcore는 SMT(smalltalk)소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일반적인 소자 고장률과 SMT소자 고장률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반 하

지 못한다. MIL-HDBK-217은 SMT 모델을 평가하도록 개발되었고 SMT 

소자를 더욱 더 상세히 평가할 수 있다.

- Bellcore는 정상 상태에서의 고장률뿐만 아니라 초기 고장률도 계산할 

수 있으나 MIL-HDBK-217은 유효 수명 기간의 전자 부품 고장률만 계산

할 수 있다.

- Bellcore는 미국이외의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전 세

계적으로 80 %이상이 MIL-HDBK-217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 Bellcore 는 상업용 제품의 신뢰도 평가가 주 대상이지만 MIL-HDBK-217

은 군사용은 물론 상업용 제품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한다.

- 두 가지 방법의 계산은 비슷하지만  Bellcore 방법이 보다 낙관적으로 

예측한다. 그리고 계산 시에 Bellcore 방법이 보다 적은 변수를 사용한다.

- Bellcore 방법은 burn-in, 실험실 시험, 현장 자료를 반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경험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인자만을 고려할 

때보다 실질적이다. 또한 burn-in 자료를 이용하여 첫해승수( first year 

multiplier)를 계산할 수 있다.

- Bellcore 방법은 고장율을 FIT ( Failure in time, in 10
9 hours)으로 나

타내고,MIL-HDBK-217 은 FPM (Failure per million( 106) hour)으로 나

타낸다.

- Bellcore 는 gyroscope, battery, heater, cooler, computer 에 대해, 

MIL-HDBK-217 은 PCB, laser, SAWS, magnetic bubble memory, tube 

에 대해 고유하게 자료를 제공한다.

- Bellcore 는 품질 등급을 4개로 나누고 이를 모든 부품에 다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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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MIL-HDBK-217 은 부품별로 품질 등급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나. 시스템 신뢰도 평가

  시스템의 신리도 평가는 부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부

품들이 조합된 유닛 또는 시스템수준의 신뢰도를 구하는 것이다.  시스템

의 신뢰도 계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은  시스템환경에서 사용된 부품

의 신뢰도 예측과 부품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도 계산이다. 부품의 신뢰도

는 실제데이터에 근거한 통계적 자료나, MIL-HDBK-217, 또는 Bellcore 

TR-332 에 의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일단 부품의 신뢰도에 대한 올바른 값을 얻었거나 추정치가 있다면 아

무리 복잡하게 조합된 부품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시스템의 

신뢰도는 정확히 구할 수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의 향을 배제하는 가정

을 적용한 경우이다.  

 

하드웨어의 신뢰도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한 정량적 신뢰도 예측 방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3.5-5] 

- 부품 카운트 모델 (Part Count models)

- 부품 카운트법(Part Count Method)

- 조합 모델(combinatorial models)

- 신뢰도 블록도 법 (Reliability Block Diagram)

- 고장 수목 분석법 ( Fault Tree Analysis)

- 상태 공간 분석법 (State Space or Markov Analysis)

- 페트리 넷 ( Petri Nets)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델( Monte Carlo Simulation Models)

- GO 방법( Go method)

- 단계화  임무 분석법(Phased Mission Analysis)

- 복합 기술 ( Hybrid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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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품 카운트 법

   MIL-HDBK-217의 부품 카운트 법을 시스템 수준의 신뢰도 예측에 적

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3.5-6]

- 근래의 경험에 의하면, 현대의 전자 시스템의 고장 중에서 극히 적은 

부분만이 내적 이유로 인한 부품 고장 때문이다. ( 전형적으로 1-10 %)

- 근래에는 군사기준과 고선별 수준에 이르는 ‘고등급‘ 부품들의 신뢰도가 

제조업자 사양으로 구매한 좋은 상용등급의 부품들보다 항상 높지는 않다.

- 고장율의 온도 의존도는 현대 경험이나 고장 물리에 의해서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 모델들에 사용된 변수들의 타당성에 의심이 간다. 예를들면 복잡도가 

증가하는데 따라 고장률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는다.  계속되는 공정 개선

이 복잡도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 과도(transient) 과부하, 온도 순환(cycling), 조립 통제, 시험과 보전 등

과 같이 신뢰도에 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2) 신뢰도 블록도 법( Reliability Block Diagram ,RBD)

  RBD는 주어진 시스템이 성공-경로(success path way) 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귀납적 절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스템의 고유 요소를 나타내

는 블록들로 나눠진다. 이 방법은 발전소나 시스템의 신뢰성 예측, 할당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 시스템 블록은 요구되는 

상세 수준이 달성되고, 시스템 신뢰성 계산 값이 얻어지며, 민감도 연구를 

통해 요구되는 신뢰도를 할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신

뢰도를 최적화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분해(decompose)된다. 

  RBD는 원자력발전소의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의 고장 수목의 정량화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하고 그러

한 정량화를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RBD 형태의 전형적

인 시스템 분석이 표 3.5.10 에 나타나 있다. RBD는 시스템 구성요소가 

갖는 중요성을 분석자가 알 수 있게 해주며, 시스템 불가용도를 계산하기 

위한 불린(boolean) 표현을 용이하게 한다.



- 468 -

  PSA과정에서 사용하는 RBD는 시스템 트레인의 유사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부품과 같이 다룰 수 있는 큰 신뢰도 단위로 조합하고 그들을 병

렬로 연결하여 대상 시스템과 유사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체 신

뢰도 단위들의 신뢰성 분포는 선택된 각 구성성분의 신뢰성 분포의 조합

으로 이뤄지며 이러한 구성성분들은 정량적인 고장수목 계산의 최소 단절 

집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RBD의 장점은 정량화 과정을 보다 

명백히 하면서 분포의 조합이 단계적으로 수행된다는 것과 신뢰도 블록도

가 기능 불록도와 일대일 대응과 같이 구성되어 간단하며 잘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하기가 간편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도 계산의 출발점으로서 널

리 사용된다.

  단점은 모든 부품이 임무 수행 중에 가압되어 있는 제한된 다중 구성 

만 표현이 가능하다. 즉 기능 블록도에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종속관계

나 공통원인 고장등을 나타낼 수가 없다. 따라서 복잡한 형태로 구성된 시

스템의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표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특수한 계

산식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3) 고장 수목 분석법 ( Fault Tree Analysis ,FTA)

  설계, 공장 시험 혹은 실제 자료 분석 동안에 발견된 고장 유형을 분석

하는데 적합한 분석 도구이다. FTA 절차는 기본적인 결함을 발견하여 이

들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고 이들의 발생 확률을 결정하는 반복적인 기

록 과정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 과정이 그림3.5.1 에 나타나 있다. 시스템 

고장이나 위험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기본 결함이나 사건을 설명하

는 고장 수목 논리도를 작성하고 확률값 계산을 위해 기본 결함 자료와 

고장 확률 자료를 수집한다. 그런 다음에 기본 결함을 분석하고 고장 유형

에 대한 확률을 결정하며 치명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FTA 절차는 시스템의 생명주기 어느 단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 기초적인 설계단계에서 설계정보와 실험실 혹은 기술적 시험 모델에 근

거하여 적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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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설계가 끝나고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생산 설계와 초기 생

산 모델을  근거하여 적용할 경우

첫 번째 경우는 고장 유형을 결정하고 다른 대안(일차적으로 설계분야에

서)을 도출할 때 수행된다. 두 번째 경우는 신뢰도와 안전도 관점에서 시

스템의 생산이 수용 가능한가를 보여주는데 사용된다. 두 번째 분석으로부

터 도출된 개선사항이나 척도는 제조에 따른 설계 구조의 관점에서 수행

될 수 있는 관리나 체계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점 : 고장수목으로 표현하면 시스템의 고장 프로세스와 고장 전파를 명

확히 파악할 수 있다.

단점 : 고장수목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다중 구성의 시스템을 다루는데

는 부족한 점이 있으며, 단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시간 표현 : 다단계 임무(multiphase mission) 는 수행시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기기구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고장수목을 가지고 나타내기가 쉽

지 않다. 또한 다중 시스템에서 전환 시에 걸리는 시간과 같은 시간 간격

을 표현 할 수 없다.

- 고장의 심각도 :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다중고장과 같이 고장유형도 복

잡할 수 있다. 기기가 기능을 못하는 것과 기기는 향이 적으나 인명이 

위태로운 경우 등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 고장 순서 : 복잡한 다중 시스템에서는 고장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고장 순서가 중요하다. 시스템의 대응이 고장 순서에 따라 달라지기 때

문에 중요한 다중 시스템에서는 고장 발생 순서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고장 수목은 이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

- 고장 중복 : 동일한 형태의 고장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여야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

- 고장 전파 : 다중 시스템에서 한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되면 이 고장을 

복구 또는 우회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성이 동적으로 변경된다. 즉 동적 신

뢰도 모델이 필요하나 고장 수목으로는 이를 표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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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 및 보수 :  다중시스템에서는 복구와 보수가 중요한 운전 상태이

다. 그러나 고장수목으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표현할 수 없다.

 

(4) 상태 천이도 (State Transition Diagram STD) 분석법

 상태 천이도는  마코프 프로세스를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마코프 확률 모

형은 두 확률변수의 함수로써, 시스템의 상태(state)를 나타내는 확률변수 

X 와 관측시간을 나타내는 확률변수 t 의 함수이다. 여기서 X 와 t 가 

각각 이산적(discrete)인가 연속적(continuous)인가에 따라 마코프 모형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상태가 이산적이고 관측 시간이 연

속적인 모형은 신뢰도 공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코프 모형은 어

떤 상태 i 에서 다른 상태 j 로의 천이(transition) 확률의 집합 Pij 로 정

의된다. 마코프 모형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천이 확률 Pij 가 상태 i 와 

j 에만 달려 있어서 과거의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independent). 

마코프 과정은 연립 미분 방정식과 초기조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단지 최

종상태만이 확률을 결정한다는 마코프 과정의 기본 가정 때문에 항상 연

립 1계 미방을 얻게 된다. 연립 미방에서 인자들을 천이 행렬(transition 

matrix)로 만들어 명시할 수 있다. 행(Row)는 과정이 시간 t에 있을 상태

를 나타내고 열(column)은 과정이 시간 t+dt에 천이할 상태를 나타내며 

전자를 초기상태(initial state), 후자를 최종상태(final state)라 한다. 여기

서 Pij 는 시간 간격 dt사이에 시스템이 초기상태 i 에서 최종상태 j 로 

천이할 확률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된 미분 방정식을 풀어냄으로써 시스

템이 각 상태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마코프 모형을 모사하기 위해서 시스템 상태를 나타내는 마디

(node)와 천이 확률을 나타내는 가지(branch)로 이루어진 마코프 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점 : 기본 적인 마코프 모델은 공식을 형성하기가 간단하다. 그리고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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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로 지원되는 도구를 쓰면 더욱 편리하다. 이 모델은 또한 적용이 광범

위하다. 이 방법은 일부 고장율이 알려지지 않고, 다만 1차 근사값만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고장율이 부정확하고, 결과는 중

요한 경우에 최적화하는 데도 사용된다. 상태 천이도는 보다 많은 상태와 

부품간의 의존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 블록도 보다도 정

확하다. 그리고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내기 곤란한 시스템 차원

의 묘사를 마코프 모델로 보완할 수  있다.

단점 : 마코프 모델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

으며,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 지수 고장율 가정 : 마코프 모델의 기본 가정은 메모리가 없는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실제 프로세스는 지수형태가 아닐 수 있으며, 따라

서 보다 복잡한 모델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태(state)를 도

입하여 마코프 모델로 근사화 시킨다.

- 모델 근사화 : 비 선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 실제 프로세스

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태를 다룬다면 마코프 모델이 너무 복잡해진다. 따

라서 시스템 분할, 천이프로세스 절단, 상태 통합등의 방법으로 모델을 간

단히 한다. 

- 고 난도 문제 : 고장율이 매우 낮고, 복원율이 매우 높은 경우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5) 페트리 넷(PETRI Nets)

  Petri Nets는 사건의 발생을 나타내는 천이 (transition, 그림에서 막대로 

표현)과 특정조건을 나타내는 지점 (place, 그림에서는 원으로 표현)로 이

산이벤트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도구이다. 지점이 나타내는 조건

의 유효성은 지점 안에 점(token이라고 한다)을 찍어 나타낸다. 즉, 지점에 

토큰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이 표현하는 조건이 유효함을 나타낸다. Petri 

Nets은 지점과 천이로 조건과 사건을 정의하고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아

크를 연결하여 사건과 조건을 연결시키면서 지점에서 토큰의 변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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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거동을 기술한다. 사건의 발생은 특정 천이의 점화(firing)를 통

해 표현된다. 천이는 자신의 모든 입력 지점에 해당 지점에서 천이로의 아

크의 갯수 이상의 토큰이 있으면 점화가능(enabled)하다고 한다. 천이가 

점화되는 경우 점화하는 천이는 자신의 모든 입력 지점에서 해당 천이로

의 아크의 갯수 만큼의 토큰을 제거하고 자신의 모든 출력 지점으로 아크 

갯수만큼 토큰을 추가한다. Petri Nets에서 시스템의 상태는 토큰수로 표

현되는데 토큰수는 어떤 지점에 얼마만큼의 토큰이 있는가를 나타낸다. 두 

개의 부품이 병렬로 연결된 시스템을 페트리 넷으로 표현한 예가 그림 

3.5.2와 같다.

장점 : 동적인 특성을 나타낼수 있어 시스템의 거동을 묘사하기 쉽다.

단점 : 페트리넷을 이용한 모델은 기호들로 구성되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6)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 모델

  Monte Carlo Simulation Model 방법에서 신뢰도는 임의 분포로부터 추

출된 매개변수 값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평가된다. 이 방법은 마코프 프

로세스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용되어 가치를 나타낸다. MTBF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적용한다.

단계 1 : 시뮬레이션 모델에 필요한 임의 변수에 임의의 값을 적용한다.

단계 1 : 요구되는 함수 ( MTBF, MTTF, 등)를 평가한다.

단계 3 : n 개의 표본이 추출될 때까지 단계 1,2를 반복한다. 시스

템고장

시간의 예는 다음과 같다. 

          T(1),T(2),T(3),....,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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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 원하는 변수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의 고장율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다. 

                    E (T )= MTBF =
1
n ( ∑

n

t=0
T(i ))

단계 5 : 표본 표준편차와 같은 추정 값의 정확성을 추정한다. 

                    S T =
1
n

ꀎ

ꀚ

︳︳︳
∑
n

t=0
(T(i )-T ) 2

n-1

ꀏ

ꀛ

︳︳︳

1/2

장점 :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 구성과 고장률 모델을 다룰 수 있다.

단점 :  시스템 구성이 표준이고, 도구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많은 시간( 컴

퓨터 실행) 이 필요하다.

(7) Go 방법

  Go 방법은 Kaman Science Corporation에서 1960 년대에 개발한 방법으

로 17개의 연산자를 이용하여 주로 군사용 전자 기기의 신뢰도 분석용으

로 사용되었다. 이후 EPRI 의 지원으로 수정된 방법이 원자력 발전소의 

신뢰도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3.5-7].

- 계통 모델이 일반적인 공정 흐름을 따름

- 모델의 요소가 물리적인 부품과 거의 일 대 일 대응을 함

- 부품과 계통의 상호 작용과 의존 관계가 명확하게 모델 됨

- 모델이 간결하고 검증하기 쉬움

- 모델 평가는 성공과 실패 모두에 적용가능 함

- 모델 변경이 용이 함

- 잠재적 계통 고장도 표현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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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적 오류는 모델의 계산 정 도로 조정 됨

- 불확실성 분석도 가능함

  장점 : GO 방법은 대상 시스템의 경계조건이  개략도나 기타 설계 도

서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된 경우와 데이터가 부품 단계까지 제공된 경우

에 적합하다. 도면과 대응되므로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단점 : Go 방법은 고장 우형과 최상위 사건을 초래하는 고장 유형의 조

합을 조사하는 경우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에 

표현하기 어렵다. 또한  GO 챠트는 암시적인 고장 유형을 표현할 수 없어 

도면에 표현된 것 이상의 차원에서 고장을 정의할 수 없다. 즉 1차 2차 고

장을 정의하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명확하지 않은 의존성 등의 모든 사건

을 다루는 안전성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8) 단계화  임무 분석법(Phased Mission Analysis)

  디지털 기기나 고장 내구성이 있는 시스템의 복잡한 임무는 고장 혹은 

우발변동 기간을 갖는 일련의 시간간격(단계) 들로 구성되며, 이 단계들은 

임무 지속 시간동안 개별적으로 계속 수행된다. 주어진 임무 단계 중 특정 

장비 군이  고장으로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임무는 중단된

다. 만약 각 임무수행이 성공적이면   그 시스템은 임무의 다음 단계로 진

행 할 수 있다.  임무는 모든 단계가 성공적이어야 완료된다. 따라서 임무 

신뢰도는 모든 조건부 단계 신뢰도들을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즉 모

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시스템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mR= ∏
n

j=1
R j= exp(- ∑

p

j=1
∑
n

i=1
λ i d ij t j)=exp(- ∑

n

i=1
λ i)

여기서 

d ij  : 단계j 중 하부 시스템 I 에 대한 수요 프로파일( demand 

profile. 요구되면 1)

mR : 임무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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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j
 : 시스템이 직전 단계를 생존한다는 것이 주어졌을 때의 시스

템의 단계 j 에서의  조건부 신뢰도  

t j  : 임무의 단계 j 지속시간, 1≤j≤p

T j
 : 하부시스템 i가 요구된 유한 시간, ∑

p

j=1
d ij t j

λ i  : 하부 시스템 i의 고장율, 1≤i≤n    이다.

장점 : 동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쉬워 디지털 시스템에 적용이 용이하다.

단점 : 임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각 임무 수행의 확률과 고장율 파악에 

노력이 많이 든다.

(9) 복합 기술 ( Hybrid techniques)

  고장수목, 신뢰도 블록도법, 마코프 모델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복잡한  

중복 구성 시스템에 적용한다. 이 방법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있지는 않

다. 최근의 시스템 구성은 단일 고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중복성을 구

현하고 있고, 고장을 검출하여 복원시키는 방법도 복잡하므로 특정한 방법

만으로 모델링하는 것은 어렵다.

다. 스트레스 평가 방법

  전자 부품이나 시스템의 고장을 유발하는 요인과 신뢰도 예측 모델에서 

고려되는 사항들을 표 3.5.11 에 나타내었다. 

  원자력발전소환경에서 디지털 시스템의 노후화(aging)현상은 방사선 및 

습도, 온도 및 오염과 같은 다양한 운  환경과 스트레스의 조합에 의해 

발생한다.

방사선이 전기 및 전자 부품을 통과할 때, 부품내부에는 내부 전리화

(internal ionization)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은 단일사건효과(single event upset: SEU)라고 불려지는 현상이다. 습도, 

온도 및 오염 등은 전자부품내부의 절연효과를 내는 물질을 부식시키거나 

전도체의 저항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전

자부품들은 본래의 기능을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상실하거나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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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1) 온도 및 부하

  온도는 디지털시스템의 품질저하 및 고장을 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이다. 온도에 의한 전자 부품의 고장형태는 electrical 

short와 open circuit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장은 고온이 장기간 지속적

으로 유지되는 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환경 온도가 정상적인 운

온도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장의 유형은 아니

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품질보증 요건 자체가 단순히 ‘정상상태나 비정상 또는 비상상황 시에 시

스템의 온도가 규정된 최대 온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정도이기 때문에 환

경 온도가 디지털시스템에 단기간에 미치는 향을 기술한 자료는 거의 

없다.

  적절한 공학적 설계를 통한 냉각은 고 신뢰도의 디지털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부품들의 온도가 50 ℃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고 신뢰도의 디지털 시스템의 필수요건이라 볼 수 있다. 표 3.5.12 은 반도

체부품들이나 고집적 회로로 구성된 부품들의 온도에 따른 평균고장시간

(MTBF)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정상이나 비정상상황에서 제어실 안의 기

대되는 최대 온도변화는 24 ℃에서 40 ℃이다.

  전기적 부하( 스트레스) 는 부품이나 기기에 온도 상승을 유발하거나 

단선이나 진동, 소음등을 유발하여 고장을 일으키게 한다.

따라서 MIL-HDBK-217 이나 Bellcore TR-332 와 같은 방법에서는 온도

와 부하는 고장율 모델에 반 하고 있다.

(2) 습도 

  습도는 디지털 부품의 부식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부품의 신뢰도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부품의 핀이나 고 직접회로의 요소(element)들을 

연결시키는 전도막(conducting film) 등을 부식시킴으로써 디지털 부품의 

신뢰도를 감소시킨다. 현재, 부식은 모든 마이크로 회로의 중요한 관심사

이며 부품의 직접도가 높아질수록 전도체의 두께가 줄어들며 직접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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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사이에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식의 향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

다. 이 원인에 의한 부품의 주 고장형태는 open circuit이다. 부식은 단순

히 습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습도와 온도의 조합에 의존한다.

  부품의 고장시간(time to failure)을 계산하기 위해 부품의 부식에 대한 

여러 모델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모델들에서 부품의 고장시간은, 부품의 

패키지 안에 수분의 양이 부식을 유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준(threshold 

level)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부식과정이 부품의 고장을 발생시키

는데 필요한 시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수분의 양이 부식을 

유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준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부식과정이 

부품의 고장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작다. 따라서, 부품의 

고장시간은 부식과정에 필요한 시간으로 근사 될 수 있다. 부식과정은 회

로 패키지의 종류, 재료 및 주위환경에 크게 의존한다. 다음에 기술되는 

식은 습도와 온도에 의존하는 부품의 고장시간을 나타낸다.

k=
7.6× 10

6

(RH) -3 exp[10444/(T+273)]

- k: 온도-습도에 의한 부품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인자

- RH: 상대습도(%)

- T: 온도(℃)

 부품의 고장시간은 k에 반비례하며 표 3.5.13 은 원자력발전소내의 디지

털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 지역의 온도와 습도환경에서 디지털 부품들의 k

값을 나타낸다. 이 값은 제어실의 환경(24 ℃, 60 % RH)에 정규화 되어 

보여진다. 일반적인 습도조건은 고장모델에서는 환경조건으로 평가된다.

(3) 진동 및 충격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다른 디지털 부품들은 구조적으로 매우 견고해

서 부품수준에서는 진동에 의한 손상을 쉽게 받지 않는다. 개개의 부품에 

피로효과(fatigue)나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큰 진동은 거의 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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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진동에 의하여 부품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

한 손상은 접합부위의 상이다. 지상에서 군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받는 진동은 5 Hz 정도이고, 항공장비가 받는 진동은 1000 Hz 정도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이 받는 진동은 이 보다는 진동

정도나 크기 면에서 훨씬 적다. 지진에 의한 진동 또한 5 Hz 보다 크지 

않다. 따라서, 제어실에 설치된 설비는 진동의 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단지, 보조실 등에 설치된 설비는 주위의 펌프나 터빈 등의 역학적인 진동

원인에 의하여 향을 받을 수 있다.

BNL(Brookhaven National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미 국방성에서 

군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받는 진동정도를 구별하기 위해서 채택한 

분류기준(GB, GF, GM, NS, NU, AIC, AIF, AUC, AUF, ARW, SF, MF, 

ML, CL)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설비는 GF에서 Arw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 3.5.14은 전형적인 디지털 부품의 진

동에 의한 고장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진동은 고장율 모델의 환경 조건

으로 고려되어 있다.

(4) 방사선

  방사선은 디지털 계측제어설비에 다양한 향을 줄 수 있다. 방사선 내

의 전하를 띤 입자가 전자부품을 통과 할 때  발생시킬 수 있는 향은 

단일사건효과(Single Event Effect : SEE)라고 불려지는 현상인데 SEE에

는 단일사건혼란(Single Event Upset : SEU), 단일사건페쇄(Single Event 

LatchUp : SEL), 단일사건소진(Single Event Burnout: SEB) 및  단일사

건문파열(Single Event Gate Rupture : SEGR) 등이다. 이러한 향에 의

하여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정보를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내부의 

내용을 변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설비가 제한치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설비가 고장나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의 제어실은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어실내에 설치된 디지털 설비는 정상운 환경에서는 방사

선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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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은 고장율 모델에 반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량화를 위해서는 별

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전자기파(EMI)

  디지털 설비는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전자기적인 간섭에 의해서 쉽게 향을 받는다. 그러나, EMI에 의한 디지

털 부품에 대한 고장율을 기술한 자료는 없다. 가장 많이 알려진 EMI 현

상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의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고장은 번개

(lightning)에 의한 시스템의 고장이다. 전자기파에 의한 향도 고장율모

델에 반 되어 않다.

(6) 연기(Smoke) 

  발전소내의 화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체들은 기본적으로 산성의 특성

을 갖고 있으므로 디지털 부품을 부식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부품의 고장

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연기의 도가 높을수록 시스템의 고장율은 증가한

다.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ies) 과 SNL(Sandia National 

Laboratories)의 실험에 따르면, 연기는 시스템의 통신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기에 의한 향도 고장율 모델에는 반

되어 있지 않다. 

(7)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평가 방법 

  신뢰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각 부품의 고장율 외에도 주위 환경이 보드 

전체의 신뢰도에 주는 향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

은 온도, 습도, 진동과 충격, 연기, 방사선, 전자기파와 같은 것들은 전체 

보드에서 더 많은 고장을 일으키도록 하고, 이에 따라 보드 전체의 신뢰도

를 하락시킨다. 위탁 연구를 통하여 KAIST 에서 개발한 RelPredic에서는 

각 부품의 고장율의 계산 외에도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기 위하여 ‘스트

레스 분석’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스트레스 향을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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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지침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보드의 특성에 따라 변하는 값이므로, 하나의 보드에 대한 경험적인 자료

를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값이다.

스트레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RelPredic의 메뉴에서 스트레스를 선

택한 다음, 스트레스 분석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림 3.5.3과 같은 스트레스 

분석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크게 희소사건(Rare Event)와 항

시사건(Always Event)의 두 탭(tab)으로 나뉘어져 있다. 희소사건에서는 

사고 상황과 갈이 일어나는 회수가 확률적으로 구해지는 경우에 대한 정

보들을 입력하는 것이고, 항시사건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희소사건의 경우 시간당 일어나는 회

수(/hr)를 먼저 입력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보드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을 입력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효과의 한 예로 10,000시

간당 어떤 규정치 이상의 방사선이 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방사선의 

향으로 보드가 고장을 일으킬 확률은 십만분의 1임을 표현하고 있다. 항

시사건 탭에는 운전온도나 운전습도와 같이 언제나 주위에 존재하는 환경

이 보드의 신뢰도에 주는 향을 입력한다. 이러한 입력이 끝나면 희귀 사

건과 항시사건에 의한 고장율의 증가가 보드 전체의 고장율 값에 반 이 

된다. 

2. 신뢰도 평가 방법 적용과 고장 경험 자료 분석

가. 적용 대상

  디지털 시스템의 신뢰도 계산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

도 예측(평가)이 필요하나 하드웨어 부품의 고장율 자료가 최신의 전자 

부품은 포함하지 않고 있거나, 고장 모드가 세분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

다. 또한 같은 부품에 대한 고장율이 데이터 베이스 마다 서로 다르다. 보

드나 시스템 수준의 예측 방법도 데이터 제공 회사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데이터별, 방법론별 차이를 분석

하여 안전 계통의 고장율 예측 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2001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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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현재 운전중인 16기의 원자

력발전소 가운데 가압경수로(PWR)형인 고리, 광, 울진의 12기는 아날로

그 기반의 계측제어계통이 적용되어 있고, 월성의 가압중수로(CANDU)형 

4기는 디지털 기반의 계측제어계통이 적용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 이력이 

있는 가압중수로형인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디지털 기반의 계측제어계통을 

그 분석대상으로 하 다. 월성에는 현재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가 가동중이나, 이들 중 1호기는 1983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나름

대로 충분한 운전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2, 3, 4호기는 각각 1997년 7월, 

1998년 7월, 1999년 10월에 운전을 시작하여 아직은 충분한 운전이력을 확

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의 계측제어계통 중 안전 등급으로 원자로 정지계통을 구성하고, 이력관리

가 잘되어  있는 PDC 를 시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 다.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원자로는 SDS #1과 SDS #2의 두 개의 정지 

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개의 원자로정지계통은 서로 물리적, 기능적

으로 독립되어 있다. SDS #1은 제어봉을 낙하하여 원자로를 정지시키며, 

SDS #2는 고압의 중성자 흡수 화학물질을 주입하여 미임계를 달성한다. 

이 두 개의 원자로정지계통은 각각 3개씩의 채널 (SDS #1의 경우, D, E, 

F, SDS #2의 경우는 G, H, J)로 이루어지는데, 2-out-of-3 logic에 의해 원

자로를 정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하나의 채널은 2개의 PDC(Programmable 

Digital Comparator)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의 채널에 존재하는 두 PDC

는 동일한 하드웨어로 구성되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전체적

으로는 6개의 채널에 각 채널 당 2개의 PDC로, 총 12대의 PDC로 구성되

어 있다. 

  PDC 하드웨어는 Data General사 제품의 MP/100 CPU 모델의 소형 컴

퓨터로써, 각각의 PDC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2개의 주요 보

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12개의 주요 보드들은 CPU(Central Processing 

Unit), RAM(Random Access Memory), PROM(Programmable Read Only 

Memory), IOC(Input Output Controller), SS DO (Solid State Digital 

Output), RY DO(Relay Digital Output), AI(Analog Input), DI(Digital 

Input), AO(Analog Output), ADC(Analog-to-Digital Converter),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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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PU Power Supply), IOC P/S(IOC Power Supply)이다. 

  각 채널의 정지 변수들은 센서, 신호처리장치, 논리회로(PDC) 거치면서 

처리되어 트립 설정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지 신호를 발생시킨다. 각각의 

PDC는 원자로의 출력, 프로세서 신호 및 conditioning 신호를 감시하여 

panel 계측기에 출력 및 trip 설정치를 보내고, 외부 경보회로 및 trip 

logic 회로에 trip 신호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PDC 신뢰도 평가

(1) 고장 자료 수집

  PDC 신뢰도 및 고장자료 분석은 PDC의 신뢰도를 신뢰도 평가 방법들

에 의해 평가해보고, 그 결과를 실제 고장자료와 비교하는 방향으로 수행

하 다. PDC의 신뢰도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1983년 4월부터 1999년 12

월까지 약 17년간의 운전에 따른 고장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월성원자력발

전소를 방문하 고, 담당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 다. 이를 통하여 PDC 

고장이력, 12종의 PDC 주요 보드들에 대한 세부도면, 사진 그리고 PDC 

관련 전자 부품들에 대한 목록 및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 다. 그림3.5.4는 

연도별 PDC 고장 현황이다. 

(2) 고장율 평가

  고장자료 출처와 예측방법에 따른 신뢰도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CPU 

보드의 신뢰도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다음의 3가지 데이터와 

방법으로 평가하 다.

- MIL-HDBK-217F

- Bellcore Issue 6

- RAC databook(EPRD-97)

  MIL_HDBK-217FN2 와 Bellcore Issue 6 에 의한 부품의 고장율과 보

드의 신뢰도 계산은 Relex Software Corporation 의 Relex Reliability 

Software version 7.2 로 수행하 다.[3.5.-8] RAC에 의한 부품의 고장 자

료는 Electornic Part Reliability Data 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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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12종의 PDC 주요보드들에 대해 각 보

드를 구성하는 전자부품들의 목록을 작성, 그 각각의 신뢰도를 

MIL-HDBK-217F, Bellcore Issue 6 그리고 , ERPD-97 의 세 가지 방법

을 통하여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된 값들을 통해 12종의 PDC 주요보드들

의 신뢰도의 예측값을 구한 후, 이 값들과 실제 각 보드들의 고장자료를 

비교하 다. 각 부품의 고장율 평가를 먼저 수행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부품들이 조합된 보드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하 다. 부품의 고장율을 예측

하기 위하여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나, 설계나 구매 당시의 자료가 충분

치 않아, 정보가 없는 항목은  RELEX 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값을 사용

하 다. 그리고 품질등급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상용품에 준한 등

급으로 분류하 다. 

  이렇게 평가한 PDC CPU 보드의 고장율은 그림3.5.5 와 같다. 그리고 

PDC 1대의 고장율은그림3.5.6 과 같다. 

다. 평가 결과 분석

 PDC의 실제고장률은 고장회수를 고장률로 환산해서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 다. 

- 운전시간 : 16년 8개월 (1983년 4월 22일 ~ 1999년 12월 31일) = 50 

over 3 yr

- 실제고장률={고장회수} / {부품수 x 50 /3 yr x 365 x 24 hr/yr}x 

10-6 [failures/106hr]  

 이를 통하여 신뢰도 평가 방법론에 의해 예측된 고장률과 실제 나타난 

고장률을 부품수준에 까지 비교하 다. 그림3.5.5 의 CPU 보드수준에서 

각 신뢰도 평가 방법론에 의해 예측된 고장률과 실제 나타난 고장율을 비

교해 보면 MIL-HDBK-217F를 통해서는 5.20×10-6 hr-1으로, Bellcore 

Issure 6를 통해서는 2.83×10-6 hr-1으로, RAC Databook을 통해서는 

5.40×10
-6 hr-1으로 평가되었다. 그에 비해서 CPU 보드의 실제고장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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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10-6 hr-1로 세 가지 예측 방법론들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이 값도 제작사인 Data Genearl 의 예측치, 90.0×10-6 hr-1, 보다 낮

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5.6에서 PDC 1대 전체에 대하여 세 가지 신뢰도 평가 방법과 실

제 고장률을 비교해 보면,MIL-HDBK-217F를 통해서는 18.15×10-6 hr-1으

로, Bellcore Issure 6를 통해서는 25.33×10-6 hr-1으로, RAC Databook을 

통해서는 81.32×10-6 hr-1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고장율은 45.81×10-6 hr-1

로 세 가지 예측 방법론들에 비해서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비슷한 order

의 고장률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계 자료인 Data Genearl 

의 예측치, 270.31×10-6 hr-1와는 한 order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

론 설계 자료는 MTBF를 고장율로 환산한 값으로서 상수 고장율이라는 

가정 들어 있어 적용방법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결과로서 설계가 

보수적이고, 과거의 데이터가 고장율을 높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3. 결론

  전자 기기의 하드웨어 신뢰도 예측(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하

여야 하는 사항으로 고장 데이터의 정확성과 고장모드, 모델의 제한점(가

정), 적용성 등이 있다. 그리고 고장율 예측 방법도 경험자료를 이용한 것

과 고장역학을 이용한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신뢰도 예측 대상에 적합한 

방법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는 대상 시스템의 설계자료, 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장율 데이터베이스와 예측 방법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

여 이들을 적용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장단점을 기술하 다. 또한 

디지털 기기이고 안전 계통인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PDC의 하드웨

어에 대한 신뢰도를 여러 예측방법으로 예측하여 이를 실제 고장율 및 설

계 값과 비교하는 적용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결과 하드웨어의 신뢰도 

예측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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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최신 자료가 현재 생산되거나 사용하는 부품의 고장율을 잘 반

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데이터 베이스별로 동일 부품에 대하여 고장율이 다르게 나타낸다. 이는 

모델의 차이와 고장자료 생성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 대상

과 데이터베이스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각 예측 방법별로 가정과 모델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므로 결과의 

직접 비교시에는 의미를 신중히 파악하여야 한다.

  예측값과 실제 고장율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사용 현장에서

는 예측모델이 고려하지 않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리도 예측시에는 이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드나 시스템 수준에서는 고장율 계산시 다른 회사 부품 데이터 베이

스를 적용할 수 있다. 즉 MIL-HDBK-217 고장율을 가진 부품에 Bellcore 

방법으로 Burn-in test나 Lab. test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써 각 예측 모델의 장점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 질 수 있

다. 

  기본적으로는 체계적인 고장율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최신 부품에 자

료를 확보하여야 최신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의 신뢰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장데이터가 세분

되어 고장 모드까지 분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는 주어진 기간 안에 일어난 고장 횟수만의 자료외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 고장 유형

- 표본 크기

- 특정운전 조건이나 환경조건

- 고장과 관련한 성공적인 운전 횟수

- 조사기간내에서 실제 운전한 시간 

- 보수 시간

- 고장 간격

- 주기시험 기간 또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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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 전자 기기의 고장율 자료

고장율 데이터 제공자 참고 문헌

MIL-HDBK-217F DOE, USA [3.5-2]

Bellcore 6 (TR-TSY-000332) Bellcore, USA [3.5-3]

HRD4 British Telecom, U.K. [3.5-4]

Siemens (SN29500) Siemens AG, Germany [3.5-5]

CNET CNET, France [3.5-6]

Italtel IRPH93 Italtel corporate, Italy [3.5-7]

NTT NTT, Japan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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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2 MIL-HDBK-217F에서 지원되는 전자 부품 고장률 모델 종류

복합 반도체

Gate/Logic arrays and Microprocessor

Memories

VHSIC/VHSIC-LIKE and VLSI CMOS

GaAs MMIC and Digital devices

Hybrids

SAW devices

Magnetic bubble memories

단일 반도체

Diodes
Low frequency 

High frequency(Microwave, RF)

Transistors

Low frequency, Bipolar

Low frequency, Si FET

Unijunction

Low Noise, High frequency, Bipolar

High Power, High frequency, Bipolar

High frequency, GaAs FET

High frequency, Si FET

Thyristors and SCRs

O p t o 

electronics

Detectors, Isolators, Emitters

Alphanumeric displays

Laser diode

튜브

All types except TWT and Magnetron

Traveling Wave Tube(TWT)

Magnetron

레이저

Helium and Argon

C a r b o n 

Dioxide

Sealed

Following

Solid State, ND: YAG and Rudy Rod

저항

Fixed

Composition (RCR, RC)

Film RLR,RL,RN(R,C, or N), RN

Power (RD)

Network, Fixed, Film (RZ)

Wirewound

RBR, RB

Power (RWR, RW) 

Power, Chassis Mounted (RER, RE) 

Thermister (RTH)

Variable

Wirewound

RTR,RT

Precision (RR)

Semiprecision (RA, RK)

Power (RP) 

Composition (RV)

Nonwirewound
RJ, RJR

Film and Precision (RQ, R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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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3 MIL-HDBK-217F에서 지원되는 전자 부품 고장률 모델 

종류(계속)

콘덴서

Fixed

Paper, By-Pass (CP, CA)

Feed-Through (CZR, CZ)

Paper and Plastic Film (CPV, CQR and CQ)

Metalized Paper, Paper-Plastic and Plastic (Ch, CHR)
Plastic and Metalized Plastic

Super-Metalized Plastic (CRH)

MICA CM, CMR
Button (CB)

Glass (CY, CMR)

Ceramic

General Purpuse (CK, CKR)

Temperature Compensating and Chip (CCR, CC, CDR)

Electrolytic

Tantalum, Solid (CSR)

Tantalum, Non-Solid (Cl, CLR)
Aluminum (CUR, CU) 

(Dry), Aluminum(CE)

Variable
Ceramic (CV)
Piston Type (PC)

Air Trimmer (CT)
Variable and Fixed, Gas or Vacuum (CG)

유도 기기
Transformers

Coils

회전 기기

Motors

Synchros and Resolvers
Elapsed Time Meters

계전기
Mechanical

Solid State and Time Delay

스위치

Toggle or Pushbutton

Basic Sensitive

Rotary

Thumbwheet
Circuit Breakers

컨넥터

General(Except Printed Circuit Board)

Printed Circuit Board

Integrated Circuits Sockets

연결체 ( Interconnection Assemblies)
연결

계기

수정 발진자
램프

전기 필터

퓨즈

기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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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부품 카운트 법과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의 비교

부품 카운트 법 부품 스트레스 분석법
적용단계 초기 설계 단계 상세 설계 단계

필요 정보
적은 정보  

(품질, 환경, 수량)
상세한 많은 정보

고유고장율 

크기(계산)

부품-스트레스 모델에 기본값

(default value) 적용

부품-스트레스 모델에 상세 정

보 적용

표 3.5.5 Bellcore에서 고장율을 제공하는 기기 종류 

기기 종류 구분

Integrated Circuits

Digital

Bipolar

NMOS

CMOS

RAM

Bipolar

NMOS Static

CMOS Static

NMOS Dynamic

ROMS,PROMS,EPROM

S

Bipolar

NMOS

CMOS

Microprocessors

Analog

Hybrid Microcircuit

Opto-Electronic Devices

Other Optical devices

Single Isolators

Dual Isolators

Alpha-Numeric Displays

Transistors

Diodes

Thermistor

Resistor Discrete

Thick or Thin Film Resitor Network

Capacitors Discrete

Capacitor Network

Inductive Devices

Connectors

Switches

Relays

Rotating Devices

Miscellaneous Devices
Gyroscope, Vibrator,Quartz crystal, Circuit breaker, Fuse, Lamp, 

Meter, Heater, Microwave elements, Cooler

Computer related systems os 

subsystems

Clock, Displys(monitor), Drives(HDD, CD-ROM, etc), Ethernet, 

IEEE bus, keyboard, Modem, Mouse, PC, Power supply, Printer, 

Work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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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환경조건과 그에 따른 인자

환경
E 

심벌
πE 규정 환경 조건

Ground, Benign GB 1.0
최적의 운전 및 보수로 환경 스트레스가 거의 

(zero)임 ( 공조 설비가 된 중앙 제어실)

Ground, Fixed GF 2.0

보수가 용이하지 않고 약간의 환경 스트레스가 

있어 이상적이지 않음 ( 진동, 온도 변화 등이 

있음)

Ground, Mobile

(and Portable)
GM 6.0

진동이나 충격이 심하고, 보수가 어렵고 운전원의 

오작동 가능성이 있음 (이동식이나 휴대형 기기)

Airborne, 

Commercial
Ac 10

항공기 객실환경등에 적용되며 보수가 어렵고 

조건이 GF 보다 열악함 

Spacebased, 

Commercial
Sc 15 Ac 와 비슷하나 보수가 안됨. 인공위성등에 적용

표 3.5.7 신뢰도 예측 방법별 민감 인자 

예측방법 최대 민감 인자

Bellcore Electrical stress

CNET Quality

HRD4 Quality

MIL-HDBK-217 Environment, Quality

Siemen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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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8  64K DRAM 의 고장율 예측 비교

핸드북
1986년

고장율      

[FIT]

1994년 

고장율

[FIT]

핸드북

MIL-HBBK-217D 11250 49 MIL-HBBK-217F

HRD 3 10 8 HRD 4

CNET 541 22 CNET

Bellcore TR-332 550 45 Bellcore TR-332

표 3.5.9  신뢰도 예측값과 관측값의 비교(1987)

기판 제작자
MIL-HDBK-217 

예측 (FIT/1000)

관측결과 

(FIT/1000)

A 400 19607

B 400 460

C 800 2119

D 138 862

E 173 13513

F 500 947

G 286 1600

H 625 277

I 714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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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0 RBD 작성 방법

RBD 작성

기본 법칙

 - Failure Independence Of Block Failures 

 - Bimodal Device Status 

 - System Operational If All Devices Operate 

 - System Failure If All Devices Fail 

 - A Device Failure Cannot Make a Failed System Operational 

 - System Remains Operational After Any Device Repair 

 - All Block Connecting Lines Have A Reliability Of 1 

 - A Block Fails If Any Part Of the Block Fails 

연결구조
기본

Series
BA ∏

n

i= 1
R i

Redundant

simple

parallel

R1

R2

Ri

...

1- ∏
n

i=1
(1-R i )

m out of n 

A

B

C

∑
n

i=m (
n
i ) R i

i
(1-R i)

n- i

Special

Redundant

Standby 

redundancy

standby

redundancy

A1

A2

...

An

D1

D2

...

Dn

e
-λt
[ 1 +

λ
λ s
(1-e

- λ s t
) ]

parallel-

serial

A

A

B

B
2RaRb-R

2
aR

2
b

serial-

parallel

A

A

B

B
(2Ra-R

2
a)(2Rb-R

2
b)

Duplex redundancy

Majority voting

복합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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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1 고장원인과 신뢰도 예측 모델에서의 고려 방법

고장 유발 요인  신뢰도 예측시 고려 방법 신뢰도 검증 방법

- 온도

- 부하 (전기적)
모델 변수(스트레스) 통계적

- 습도

- 진동

- 먼지( 오염)

- 우주선

환경조건 통계적, 기기 검증

- 설계/제작 오류 품질 등급 성능 시험

소프트웨어 고장 현재 논의중 현재 논의중

- 조작 실수 인적 오류 확률 통계적

- 마모

- 열화
신뢰도 모델( 시간) 통게적

- 방사선

- 연기

- 전자파(EMI)

미고려( 스트레스) 기기 검증

표 3.5.12 온도에 따른 부품의 평균고장시간의 변화율

From Temperature ℃
To Temperature ℃

20 30 40 50

20 - 0.9 0.9 0.7

30 1.1 - 1.0 0.8

40 1.2 1.0 - 0.8

50 1.4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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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13 부식에 의한 부품의 k인자의 증가율

Temperature

(℃)

% Relative Humidity

50 60 70 80 90 100

24 0.58 1.00 1.59 2.37 3.38 4.63

30 1.16 2.01 3.19 4.76 6.77 9.29

40 3.49 6.03 9.58 14.31 20.37 27.94

50 9.81 16.96 26.93 40.19 57.23 78.50

표 3.5.14 진동에 의한 디지털 부품의 고장율 (고장/106 hr)

Equipment Type
Environment

GF GM ARW

Gate/Logic Bipolar,  <100 gates .012 .024 .047

MOS, 10000-60000 .31 .53 .9

Microprocessor Bipolar,  32 bit .23 .36 .65

MOS, 32 bit .34 .49 .82

Memories SRAM <16k .022 .038 .073

SRAM >256k, <1MB .092 .14 .26

DRAM <16k .014 .027 .055

DRAM >256k, <1MB .032 .057 .11

기 본  결 함 으 로 부 터  발 생 하 는  사 건 이 나
결 함 으 로  개 선 이  가 능

발 생  확 률 이  주 어 질  수  있 는  기 본  결 함
(일 반 적 으 로  특 정  회 로 , 부 품 , 인 간  실 수 )

정 보 , 시 간  혹 은  가 치 가  없 어  개 선 되 지
않 는  결 함

A N D  G ate. 모 든  입 력  사 건 이  주 어 졌 을 때
발 생 하 는  출 력  사 건

O R G ate. 하 나   이 상 의  입 력  사 건 이   주 어
졌 을 때  발 생 하 는  출 력  사 건

금 지  G ate. A N D  G ate와  비 슷 하 나  조 건 부
사 건 을  적 용 할  때  사 용

정 상  가 동 시  예 상 되 는   사 건

그림 3.5.1 고장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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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부품 A가 고장인 페트리 넷

그림 3.5.3 스트레스 분석의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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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프트웨어 신뢰도 정량 평가

1. 소프트웨어 신뢰도의 평가 기법 분석

가. 소프트웨어 신뢰도의 정량평가 필요성

  최근 들어 일반 산업계의 컴퓨터 시스템 사용이 보편화되고, 원자력 산

업계에서도 시스템의 정확성, 보수성(maintainability), 운전신뢰도 향상 및 

복잡성 등과 같은 기존 아날로그 계통설계의 한계성이 대두됨에 따라

[3.6-1],[3.6-2],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상업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기존 아날로그 계측제어 시스템의 성능저하 및 노

후화가 발생하지만 이를 교체할 만한 예비품 또는 교체부품의 확보가 어

렵기 때문에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으로의 교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

다. 기존 아날로그 계측제어 시스템에 비해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이 가

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기술의 도입이

다 [3.6-3], [3.6-4], [3.6-5], [3.6-6], [3.6-7].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은 아날로그 

계통에 비해 데이터의 전송 및 처리능력이 월등하고, 적은 drift 및 CPU

나 메모리 등과 같은 각종 자원(resources)들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

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 온도, 습도 및 전자파와 같은 주변 환경에 민감할 

뿐 아니라, 많은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설계 및 프로그램 과정 중에 포

함될 수 있는 오류(error)들로 인해 다중성을 저해하는 공통원인고장

(Common Cause Failure; CCF)에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널

리 알려져 있다 [3.6-8], [3.6-9], [3.6-10].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지금까지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적극

적인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수용을 주저해 왔다. 즉, 컴퓨터 기술은 

정확히만 구현된다면 운전효율 및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지만, 잘못 구현될 경우 안전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

다. 비록,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산업계의 운전경험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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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설비들이 성공적으로 운 되고 있지만 이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

이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갖는 

설비들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세 분

석을 수행해야 한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주

요한 수단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 대부분은 아날로

그 계측제어 시스템을 사용했기 때문에, PSA의 대부분은 하드웨어적인 

특성에 맞추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PSA 방법으로 디지털 

계측제어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곧 소프트웨어 고장율의 정량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aging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과 소프트웨어의 

non-linearity 특성 등으로 인해 하드웨어의 신뢰도 정량화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3.6-9], 

[3.6-11], [3.6-12]. 또한,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실제적인 디지털 시스템의 

PSA 입력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신뢰도의 정량화에 있어서 다

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최근 지적되고 있다 [3.6-13]. 

- modeling the multi-tasking of digital systems

- modeling the features of phased mission systems

- digital system induced initiating events including human errors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라도 기존의 정량화 기법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첫째, 디지털 계통은 반드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을 통해 구현

되고, 소프트웨어 고장의 원인이 되는 오류가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다

고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의 V&V가 충실히 수행되었다면 결국 소프트

웨어의 고장 원인이 되는 결함들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고장이 발생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입력(input) 오류에만 기인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소프트웨어의 입력 오류는 인적오류 및 aging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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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하드웨어의 무작위성 고장 (random failure)이 그 원인으로 고려

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고장을 무작위성 고장으로 고려하여도 무

방하다는 주장이다 [3.6-1], [3.6-2], [3.6-12].

  둘째,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장율 (failure rate)은 일반적인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고장발생 빈도’의 개념이 아니라 ‘고장발생의 기대치’로 생각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무작위성 고장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고장률’이란 ‘지금까지의 

시험결과 한 번도 고장을 일으킨 적이 없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사용되었

을 때 고장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되는 정도’로 정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서 ‘error crystal’ 개념이 제안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함 (일정 수준 이상의 V&V에서 발견되지 

않은)이 소프트웨어의 특정부분에 남아 있다가 (error crystal) 어떤 입력 

(input)값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경우 소프트웨어의 고장이 발생하고, 

이때 입력값은 무작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 소프트웨어의 고장은 무

작위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6-14]. 이러한 주장은 소프트웨어 고

장율 (또는 고장확율) 예측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만일 소프트웨어 

고장이 무작위성 고장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신뢰

도 평가를 위해 사용된 이론들을 상당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디지털 계통의 PSA 평가에 있어서

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록 “소프트웨어의 고장은 무작위성 고장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의견이 팽팽히 양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PSA 수

행의 필요성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고장율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다양

한 방법들이 통신, 전기 및 전자 산업체 등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는 사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6-15], [3.6-16]. 즉, 이러한 사실들은 

소프트웨어의 고장율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해결방법들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

트웨어의 고장율을 PSA 목적에 맞도록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다양한 방법들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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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신

뢰도는 the probability of failure-free software operation for a specific 

period of time or demand in a specified environment 와 같이 정의된다 

[3.6-17].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고장(failure)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는 

오류(error), 결함(fault) 및 결점(defect)에 의해 발생한다고 고려된다 

[3.6-18]. 

ㅇ 오류: 소프트웨어 구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적 오

류(human error)를 의미한다.

ㅇ 결함: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체 기능 상실(고장)을 실제적으

로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오류들로서 주로 bug라

고 통칭된다.

ㅇ 결점: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모든 종류의 오류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이상(anomaly)으로서, 소프트

웨어 작성(coding)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부적절한 설계 

및 요건(requirement) 등으로 인한 소프트웨어의 이상을 모

두 포함한다. 

  이러한 오류, 결함, 결점 및 고장과의 관계는 그림 3.6.1을 통해 보다 명

확해 질 수 있다. 그림 3.6.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신뢰도 

정량평가의 기본 개념은 “소프트웨어에 아무리 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

다 하더라도 시스템의 고장을 발생시키는 결함들의 수가 적다면 소프트웨

어의 신뢰도는 높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ANSI의 정의에 의하면, 따라서 

ANSI의 정의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구한다는 것은 소프트웨

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히 동작할 확률 또는 적절히 동작하지 못할 확

률을 구하는 것이고 [3.6-18], [3.6-19],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경우에 대해 

소프트웨어 고장율(또는 고장 확률)을 소프트웨어 신뢰도(software 

reliability)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까지 소프트웨어의 신

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개발된 평가 방법들은 표 3.6.1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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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오류, 결함, 결점 및 소프트웨어 고장

표 3.6.1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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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ellaneous Category 10: Multivariate approach

Direct 

estimation

Predicting 

software 

failure rat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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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ing 

end product 

only

 Category 11: Based on software 

testing and statistical techniques

 Category 12: Based on software 

modeling

Including 

development 

process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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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들은 크게 직접평가와 간접평가의 2 범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범주에 대

해 다시 10개 및 3개의 세분화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방법들이 제안되

어 있다 [3.6-20]. 이러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방법들의 적용시 고려해

야 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표 3.6.2와 같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3.6-20]에 잘 정리되어 있다.

표 3.6.2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들에 대한 문제점 비교

Category 평가방법 문제점

1∼10
간접적인

평가방법

ㅇ소프트웨어 life-cycle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함

ㅇ결함의 수만으로는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예측할 수 없음

ㅇ복잡도가 신뢰도와 100% 연계되는 것은 아님
ㅇ잘못 설정된 소프트웨어 설계요건들에 의한 결함들은 고

려 할 수 없음

11∼12

직접적인

평가방법

ㅇ소프트웨어 life-cycle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없음

ㅇ소프트웨어의 고장을 무작위성 고장으로 볼 수 없음
ㅇ평가에 사용되는 자료들의 신뢰성 문제

ㅇ자료 분석을 위한 확률적 모델의 선택 문제

ㅇ자료 수집을 위해 수행된 시험의 신뢰성 문제

ㅇ원하는 신뢰도 수준이 높을 경우, 자료수집에 필요한 시

험횟수 및 시간이 증가

ㅇ부적절한 모델링 범위

ㅇ부적절한 모델링 내용

13

ㅇ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불확실함

ㅇ수학적 배경 결여

ㅇ모델링을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됨

ㅇ모델의 보정(calibration)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표 3.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제안되거나 개발된 많은 소프트

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된 방법이 없으며 [3.6-18], 소프트웨어 life-cycle에 대해 각 

부분에만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평가 방법들을 사

용해서 얻은 결과들도 소프트웨어 신뢰도로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PSA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체계적이며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



- 505 -

단된다. 

  또한 요즈음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BBN (Bayesian Belief Nets) 방법이

나 RADC (Rome Air Development Center)에서 제안한 방법은 소프트웨

어 life-cycle 전반에 걸친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발되기는 하지만, RADC 

방법의 경우 이론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점과 BBN의 경우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기는 하지만 적용이 너무 힘들다는 장점을 고려해 볼 때 PSA에 적

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만일 현재까지 개발된 방법들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평

가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소프트웨어의 고장율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방법들 (category 11 및 

12에 포함되는 방법들)이 통신, 전기 및 전자 산업체 등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3.6-15], [3.6-16] 소프트웨어 신뢰

도 평가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은 시험을 기반으로 

한 (test-based)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험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무작위성 고장으로 가정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 life cycle에 있

어서 설계요건, 설계 및 소프트웨어 구현 과정 중에 포함될 수 있는 결함

들은 인적오류에 기인하고 이들은 모두 결정론적인(deterministic)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 및 통계적인 기법을 써서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를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정론적인 오류들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무작위성 고장으로 고려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3.6-21]. 따라서 시험을 통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의 전 단계로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정론적인 오류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 (category 1부터 10사이에 

포함된 방법들)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확률 및 통계 기법을 써서 소프트웨

어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BBN의 경

우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며 소프트웨어 life-cycle 전반에 걸친 평가가 가

능하도록 개발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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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신뢰도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가

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험기반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과 

BBN 방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수행하 다.

2. Bayesian Belief Nets 방법론

가.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를 위한 BBN 적용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고유 특성으로 인하여 시험이나 신뢰도 성장 모

델과 같은 직접적 신뢰도 평가 방법들 그리고 개발 과정의 품질이나 설계 

다양성에 근거한 방법과 같은 간접적 평가 방법론들로는 고 신뢰도를 요

구하는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와 증명이 어려워 현재 각국의 원

자력 규제기관에서는 결정론적(deterministic)인 기준에 근거한 정성적 평

가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량적 평가에 따르는 어려움 때문에 현

재 채택되고 있는 방법론 즉, 개발 과정과 최종 제품에 관련된 다양한 증

거를 종합하여 전문가가 정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방안에도 문제가 내포

되어 있어서 여러 산업 분야의 규제나 표준에서는 정량적 평가 방안을 도

입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BBN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와 안전

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BBN 

방법론을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 적용하게된 배경은 다

음과 같은 BBN의 특성 때문이다.

  o 신뢰도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증거들(정성적 또는 정량적 형태의 증

거들)을 일관된 평가체제 안에서 정형적으로 결합하여 정량적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o 모델의 직관적 그래프 형태가 평가에 관련된 복잡한 연관 관계와 감

추어진 가정들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투명도와 감사도(auditability)를 높일 수 있다.

  o 신뢰도 평가에 필연적으로 포함되는 불확실하거나 애매한 증거들을 

평가 틀에 포함시킬 수 있다.

  o 모델을 위한 엄격하고 수학적인 의미론(semantics)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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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복잡한 확률 계산을 쉽게 해 주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다.

  o 예측이나 평가를 위해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BBN의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하면 정성적 평가 기준에 근거한 현재의 

평가 체제를 정형적으로 모의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정량적 평가 기법들로

는 구현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 결과를 정량화하여 신뢰도 

평가에 관련된 여러 형태(정성적, 정량적)의 모든 증거들을 단일 모델 안

으로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정량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점으로 

인하여 BBN은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를 위한 확립된 기

술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의 새로운 방안으로 보여진다.

  한편, BBN 기술현황 분석[3.6-8]에서 나타난 외국의 BBN 적용 연구와 

본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한 BBN case study[3.6-7]에서 기술된 BBN 모

델 작성 시 발생하는 어려운 점들(전문가의 지식에 근거한 그래프 작성과 

NPT 작성 등)은 그 해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BBN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묵시

적, 정성적 또는 비 정형적으로 처리되던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에 관

련된 여러 가정들이 명시적으로 정형화시킬 수 있어서 개발자와 신뢰도 

평가자 그리고 규제자 간의 논의에 도움을 주고 의사결정의 투명도와 감

사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나. BBN(Bayesian Belief Nets) 개요

  BBN은 Belief Nets, Causal Probabilistic Networks, Causal Nets, 

Graphical Probability Networks, Probabilistic Cause-Effect Models, 

Probabilistic Influence Diagrams라고도 하며 지식(knowledge)의 확률적 

표현으로서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 

결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BN

은 관련된 변수들을 인과관계를 따라 모델링하고 변수들 간의 종속성 정

도를 조건부 확률로 나타낸 다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증거에 근거해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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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확률정리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론이다. 

BBN의 근간이 되는 베이시안 확률 이론(Bayesian Probability Theory)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적 문제의 해결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

은 복잡한 확률계산의 알고리즘이 발견되고 또 그것을 구현한 소프트웨어 

도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이다. 의료, 원유 가격 예측, 기계 고장 진단 분

야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실제 문제의 해결에 적용되어 왔고 특히 의학적 

진단과 기계적 고장 진단 분야에서는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Sabre  airplane reservation system

의 디버깅 단계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진단하는데 사용한 것이며 소프트웨

어의 신뢰도와 안전성 분석 및 평가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부터다.

(1) BBN 구성 요소

  BBN은 노드(Node), 노드들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선(arcs 또는 directed 

edges) 그리고 각 노드에 속한 확률 테이블(Node Probability Tables: 

NPT 또는 Conditional Probability Table: CPT)로 구성된다. 노드는 모델

에 포함된 변수들을 나타내며 노드 연결선은 노드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낸

다.  BBN상의 노드는 무작위 변수를 나타낸다. 이들 무작위 변수는 몇 개

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예: 　yes　 or 　No　)  각 상태의 확률 값의 합은 

1이 된다. 각 노드에 연결된 노드 확률 테이블은 노드간의 연결 강도를 결

정하며 부모 노드의 각 상태에 대한 조건부 확률로 표현된다.

(2) BBN 모델링

  BBN 모델링은 관련 변수(노드)의 확인 및 그래프(topology) 작성, 노드

의 상태 공간(state space) 설정과 조건부 확률 값 부여, 그리고 증거의 입

력과 이에 따른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A. 노드 확인 및 그래프 작성

  목표 노드의 값을 구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사건이나 증거를 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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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델링 하고자 하는 역의 모든 변수(노드)들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들을 연결하여 망을 구성하는 것이다. 변수들

을 연결하는 명확한 방법은 아직 까지는 없으나 목표 노드로부터 시작하

여 이에 향을 미치는 노드를 작성하는 것과 상위 레벨의 정보를 가진 

망을 구성한 후 이들을 세분화하여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노드간의 연

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하지

만 정성적 노드들의 연결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보다 일반적 개념을 지닌 노드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지닌 노드로 방향을 정하거나 또는 상위의 추상적 노드에서 하위

의 추상적 노드로 방향을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이 작업이 끝나면 각 노

드의 상태 공간을 설정하게 된다. 

B. 노드 확률 테이블(NPT) 작성

  그래프가 작성되면 다음 단계는 각 노드별 확률 테이블(NPT)을 작성하

게 된다. 이 과정은 구두 또는 문서를 통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얻고 이를 

확률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런 지식의 추출은 개별 면접, 그룹 회의, 

그리고 Delphi situations와 같은 형태로 수행된다.

  NPT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점은 전문가의 판단에 내재되어 있는 

편향(bias)의 회피이다. 이것은 BBN방법론 뿐 아니라 전문가의 지식을 추

출하는 모든 작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은 Cooke 

[3.6-22]와 Myer[3.6-23]에 정리되어 있다.

C. 계산(computation)

  그래프의 작성과 NPT 작성이 끝나면 관찰된 증거를 입력하고 계산을 

수행한다. 계산은 특정 노드에 자료를 입력했을 때 이것이 구성된 망의 구

조와 NPT에 따라 전체 노드의 값을 갱신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

은 노드 값의 갱신 계산은 베이스 확률규칙(Bayes rule)과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 정리 그리고 종속성 차단(d-separation) 정리를 

기반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계산 작업은 수 작업으로는 불가능할 정도

로 복잡한데 80년대 후반에 개발된 효과적인 계산 알고리즘과 이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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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프트웨어 도구는 BBN을 실용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다.

(3) 국외의 BBN 적용 사례 분석

  BBN의 적용 사례 중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나 안전성 평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 적용된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컴퓨터 시스템 명세문서의 안전성 분석을 위한 BBN[3.6-24]

● 안전중요 디지털 시스템의 승인 과정을 위한 BBN[3.6-25]

● 대형 BBN 구성을 위한 방법론과 도구 개발[3.6-26]

● 외부 개발 I&C 시스템의 검증 및 승인을 위한 BBN[3.6-27]

  이들 연구의 주목적은 안전성과 신뢰도의 평가 케이스에 BBN을 시험적

으로 적용해 보고 그 가능성과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도출하고 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연

구 결과를 보면 BBN 방법론은 디지털 시스템 또는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

량적 신뢰도 평가 분야에서 유용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그래프와 노드 확률 테이블의 작성 시 전문가의 지식 추출 

문제와 만들어진 BBN 모델을 검증인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 BBN 구축 절차서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 BBN을 적용하는 연구의 하나로 

BBN 구축 절차서를 작성하 다. BBN 구축 절차는 대상 시스템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르고 또 현재 BBN을 실용적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 연구가 

초기단계이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구축 절차는 없는 실정이다. 본 과제

에서 만들어진 절차서[3.6-28]는 SERENE[3.6-26] 방법론에서 제안한 절차

를 기본으로 하고 전문가의 지식 추출에 대한 방법을 추가하여 작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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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N 구축

  BBN을 구축하는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다.

A. 준비 단계

  A-1 평가 대상에 관련되는 주요 실체(entity)들의 목록 작성

  A-2 시스템에 관련된 실체들의 주요 속성들을 결정

  A-3 관련된 속성들의 분류

B. 구축 단계

  B-1 속성에 관련된 적절한 이디엄의 결정

  B-2 노드의 확률 테이블 작성

  B-3 BBN 모듈의 통합화

C. 사용 단계

  C-1 증거 입력 및 결과의 관찰과 분석

  각 단계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준비 단계

  모델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련된 증거들을 확인/작성하는 단계이

다. 이 증거들은 관련된 변수(실체: 과정, 제품, 자원 등)들과 그들의 속성 

또는 특성에 대한 서술(description)이며, 추후 구축하려는 BBN 상에서 노

드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이들 실체와 속성들 간의 연결 관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단순히 나열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관련된 표준들이나 생

명주기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세부적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목표 확인. (예측하려는 대상이 무엇인가)

 o 목표에 향을 주는 실체와 속성들의 확인.

 o 다른 부차적 목표, 실체 그리고 속성들을 확인.(개발 과정이나 제품의 

특성에 관련된 사항들)

 o 개발 생명주기를 검사하고 주요 과정을 명시화

 o 관련된 표준, 절차서, 지침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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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축 단계

  각 노드의 노드 확률 테이블(NPT)을 정의하는 단계로서 노드의 상태를 

정의한 다음 각 상태에 대한 확률 값을 정하게 된다. 노드의 각 상태에 값

을 입력하는 방법은 각 상태에 대하여 직접 값을 입력하는 방법과 상용 

도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NPT 편집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일

반적인 NPT 편집기에서 제공하는 함수와 기능의 예는 아래와 같다.

 o Constant values

 o Discrete distribution functions

 o Continuous distribution values

 o Arithmetic functions

 o Boolean functions

 o Comparison operators

 o If-then-else function

C. 사용 단계

  BBN 그래프와 NPT가 모두 만들어지면 마지막 단계로 각 노드에 값을 

입력한 다음 목표 노드 및 관련 노드의 값을 관찰한다. 복잡한 계산으로 

인하여 BBN 계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전문가의 지식과 판단 추출 절차와 방법

  BBN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BBN 그래프 작성과 NPT를 

작성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식과 판단을 추출하는 작업이다. BBN 그래프

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장수목과 같은 기존의 분석 방법이나 관련 표

준에 나타난 정성적 절차와 기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

으나 NPT 작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

야 전문가에 따라 다르고 또 지식 추출 작업의 적절성에 따라 달라질 가

능성이 많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지식 추출 작업을 보다 체계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작성하 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3.6.3

과 같다. 각 항목 별 상세 내용은 “BBN 구축 절차(가이드)”[3.6-30]에 상

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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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3 전문가의 지식 추출 절차/기법

2. 전문가의 지식 추출 절차/기법

2.1 Task 1 : 질문 분야와 질문의 선정

2.1.1 질문 선정에 포함된 작업 단계

2.1.2 관련자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 수행

2.1.3 권고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의 결정

2.1.4 선택된 질문을 위한 체크리스트

2.1.5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

2.2 Task 2 : 질문의 정련

2.2.1 질문들의 구조화(structuring)가 필요한 이유

2.2.2 질문의 구조화 기법들

2.2.3 질문의 정련이 전문가의 선정보다 선행되는 경우

2.2.4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

2.3 Task 3 : 전문가(들)의 선정과 동기부여

2.3.1 전문가의 답을 구하는 적용 분야

2.3.2 전문가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적용 분야

2.3.3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들의 해결방안

2.4 Task 4 : 추출 구성품(components, or building blocks)의 선택

2.4.1 필요한 구성품 선택의 결정-체크리스트

2.4.2 각 구성품으로부터의 선정

2.4.3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2.5 추출의 설계와 맞춤

2.5.1 추출 설계상의 고려 사항

2.5.2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2.6 추출 작업의 연습과 조직 내 교육

2.6.1 추출 작업의 연습

2.6.2 조직 내 교육

2.6.3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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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BBN 적용 예

  규칙이나 절차 기반의 정성적 평가 절차에 근거한 현행 소프트웨어의 

정성적 신뢰도 평가 방법에 Bayesian Belief Net을 적용하여 정량적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 중

인 상용소프트웨어의 인정 프로세스를 시험케이스로 적용한 연구를 수행

하 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는 안전 디지털 시스템의 제작자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특성이 많지만 다른 점으로는 동 소프

트웨어의 사용 이력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발 과정의 평

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각 개발 단계별 생산 문서를 평가 전

문가가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안전 소

프트웨어 제작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평가 경우에 비해 보다 절차적이

고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발 팀의 명성이나 또는 회

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품질에 대한 국제 인증 등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3.6-31].

(1) 원전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

  BBN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지식과 추론 

과정을 추출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표준이나 가이드라인의 절차나 기준을 

따르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 BBN 모델을 적용한 대상은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dedication) 방법 4가지 중 method 2인 공급자 조사 방법에 상용 소

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에 관하여 NUREG/CR-6421의 기본 개념을 바탕

으로 하고 EPRI/TR-106439 기준을 적용하여 절차적 관점에서 상용 등급 

조사(commercial grade survey) 방법에 의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

세스를 사용하 다. 모델을 위해 사용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는 

9 단계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 구성은 그림 3.6.2과 같이 되어있다[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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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조사전 검토

3 단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기능 요
건 조사

2 단계: 제품설명서 

취득

4 단계: 소프트웨어 
설계 조사

5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조사

6 단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조
사

A

7 단계: 시스템 검증 

조사

8 단계: 사용자 문서 
조사

9 단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조사

조합에 의한 평가

COTS 소프트웨어 인
정

A

운전 이력 레코
드

그림 3.6.2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

(2) 상용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 BBN 작성

A. 변수 확인

  BBN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링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

저 해야 할 작업은 모델 구축에 필요한 모든 관련된 변수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변수들은 최종 목표 변수에 관련된 변수(과정, 제품, 자원 등)

들과 그들의 속성 또는 특성에 대한 서술이며 이것들이 추후 BBN 그래프

를 작성할 때 노드로 사용된다.

  여기서 작성된 BBN 모델은 전항에서 기술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

로세스 9 단계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운전 이력”을 기본 레벨의 변수들로 

설정하 고 목표 노드는 "상용 소프트웨어 승인"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기본 레벨의 변수 9개와 상용 소프트웨어의 운전이력 변수는 4개의 그룹

으로 분류하 다.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9단계와 운

전이력 변수는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검토되는 세부 질문사항들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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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들 세부 질문사항들을 각 기본 레벨 변수의 하위 변수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이 설정된 변수의 구성은 다음의 표 3.6.4와 같다.

 o 목표 변수 : “상용 소프트웨어 승인”

 o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 기본 레벨의 변수(9단계 프로세스와 운전이력)

 o 기본 레벨 변수들의 하위 레벨 변수

   각 기본레벨에 속하는 하위 레벨 변수들은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

의 각 단계에서 검토되는 세부 질문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부 

질문사항은 기술보고서[3.6-28]의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표 3.6.4 COTS 인정 프로세스의 그룹 변수와 기본레벨 변수

목표 변수 그룹 변수 기본 레벨 변수

상용소프트웨어 승인

개발 과정

조사 전 검토 단계

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건 검토 단계

설계 검토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 검토 단계

소프트웨어 지원

제품설명서 검토 단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조사 단계

사용자 문서 조사 단계

통합 및 검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단계

검증 검토 단계

운전이력 운전이력 기록

B. 그래프와 NPT 작성

  앞에서 기술된 변수확인 단계에서 모델링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모든 

변수들이 확인한 후 이들 변수들을 노드로 하여 BBN 그래프를 작성하

다.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의 9단계가 기본이 되는 기본레벨 변수

들과 이들 기본 레벨 변수들을 그룹으로 만든 변수 그리고 운전이력 변수

로 구성된 상위 레벨 BBN 그래프는 다음의 그림 3.6.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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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_sw_req_surve
y

pre_survey

design_review

sw_dev_review

operation_history_re
cord

COTS_acceptance

hw_sw_integration

validation_review

integration_validati
on

support_quality

maint_review

release_report_revi
ew

user_doc_review

development_process

(주) 노드 표시

 상용소프트웨어 인정프로세스의 9단계를 기본으로 만든 기

본레벨 노드

 기본 9단계를 그룹으로 분류하여 만들어진 그룹 노드

 목표 노드

그림 3.6.3 상용 소프트웨어 평가 상위 레벨 BBN 그래프 

  그리고 BBN의 각 노드에 대한 NPT는 기술 보고서[3.6-28]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C. 계산

  만들어진 BBN에 대하여 아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 시나리오 별로 

결과를 계산하 으며 계산 도구는 BBN 모델링 도구인 Hugin을 사용하 다.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 BBN의 시나리오>

 o 초기 상태: 어떠한 관찰 값도 입력되지 않은 초기 상태의 BBN

 o 최적 경우: 모든 측정 가능 노드의 “yes" 상태를 100%로 설정

 o 최악 경우: 모든 측정 가능 노드의 “no" 상태를 100%로 설정

 o 측정 가능 노드에 관찰된 값을 사용한 경우 : 전체 관찰가능 노드 61

개의 10%에 해당하는 6개까지의 노드에 부정적 값이 관찰되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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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의 “no" 상태를 100%로 설정.

(3) BBN 작성 및 계산에 대한 논의

◇ 일반적으로 기본 레벨에 속한 자노드(child node)의 수(본 case study

의 경우에는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 상의 상세 검토 항목의 수)

가 목표노드의 계산 결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상

용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 각 단계의 중요성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가

정하여 노드 확률 테이블을 작성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어떤 특정 

단계에 속한 정성적인 평가 항목 수와 그 단계의 중요성이 항상 비례 관

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성적인 평가 절차를 BBN으로 모델링 할 때는 그 중요성의 정

도에 따라 각 기본 레벨의 가중치를 적절하게 정하는 것과 또 세부 검토 

항목들을 BBN의 변수로 변환할 때 변수의 개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

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 부정적 관찰 결과를 한 개의 기본 레벨 노드에 적용한 결과와 여러 개

의 기본 레벨 노드에 분산하여 적용한 계산 결과에서 나타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o 부정적 관찰 결과를 각 기본 레벨 노드에 분산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목표 노드의 부정적 상태 값(not accept) 값에 큰 변화가 없다.

 o 그러나 부정적 관찰 결과를 하나의 기본 레벨 노드에 적용할 경우에는 

목표 노드의 부정적 상태 값(not accept) 값에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생긴다. 특히 부정적 값의 입력 대상이 되는 기본 레벨의 전체 검토 

항목 수의 절반을 초과하는 수의 노드에 부정적 관찰 결과를 입력했을 

때는 목표 노드의 부정적 상태(not accept) 값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본 case study의 시나리오 같이 실제의 상황에서도 특정 단계에 집중

적으로 부정적 평가 결과들이 나올 경우와 각 단계에 분산되어 부정적 

평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 각 기본 레벨에 속한 세부 검토 항목의 일부(1개)에 부정적 결과를 적

용한 경우에는 목표 노드의 긍정적 상태 “accept" 값이 best case와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제로 정성적 평가 절차와 기준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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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문가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과 유사하게 보여진다.

◇ 하나의 모노드에 속한 여러 개의 자노드들 중 어느 하나의 특정 자노

드가 다른 자노드들보다 모노드와의 관계가 강할 경우(예를 들면, 특정 노

드의 NPT는 {0.99, 0.01}이고 다른 노드들의 NPT {0.8,02})에는 그 특정 

자노드에 입력되는 값이 다른 자노드들의 입력 값에 비해 월등하게 모노

드의 상태 값에 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BBN의 계산 특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 모노드에 속한 여러 개의 자노드에 대한 NPT를 작성할 경우에

는 정성적인 판단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 자노드들에 대하여 몇 

번의 NPT 수치(조건부 확률 값) 조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 전항에서 기술된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 상의 세부 검토 항목

들은 정성적인 평가에서는 모두 사용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평가 대상

이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들도 

일부 있다(예: security 항목 등). 본 case study의 BBN에서는 이들 항목

에 낮은 조건부 확률을 부여하여 포함시켰으나 실제적인 평가를 위한 

BBN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평가 항목들은 제외시키고 정성적 평

가 절차에는 없지만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항목들은 도출해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Case study의 결론 및 추후 연구내용

  본 case study에서는 안전 소프트웨어의 특성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새로운 정량적 신뢰도 평가 방법이 가까운 장래에 나오기 어렵지만 디지

털 시스템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와 같은 현실적인 필요성은 당장 대두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존에 채택되고 있는 소

프트웨어의 정성적인 평가 방법을 Bayesian Belief Net 방법론을 이용하

여 정형적으로 모델링하고 PSA에서 요구하는 정량화 된 결과를 구하는 

방안을 원전 상용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를 시험케이스로 적용하여 논

의하 다.

  당초 정성적 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하여 BBN을 구축한 후 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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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구하는 방법을 case study로 시도한 이유는 앞에서 기술된 BBN의 

특성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Case study에서 논의된 BBN의 변수와 

그래프는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 인정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

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각 변수(노드)들의 노드 확

률 테이블은 임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BBN 계산 결과에 대해 실용성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기존의 정성적 평가 절차를 사용하여 BBN을 

구축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결과를 계산하고 분석해 봄으로서 정성적 평

가 절차를 정량화 시키는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어려운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위에서 

기술된 BBN의 유용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BBN을 사용하여 정성적인 소프트웨어 평가 절차로부터 정량적인 

평가 결과를 추론하기 위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중요

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o 만들어진 모델이 기존 규칙 기반의 정성적 평가 시스템을 적절하게 

반 했는가에 대한 검증 문제와

  o BBN을 적용하는 대상들은 정량화 된 값을 구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많이 포함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변수(노드) 간의 연결 강도를 나타내

는 노드 확률 테이블을 전문가의 판단으로부터 확률 형태로 추출하여 

정의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BBN 기반 방법론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원자력분야

를 비롯해서 항공분야나 군수분야에서 디지털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의 일

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마. 결론

  외국의 연구 결과와 본 과제로 수행한 case study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BBN 방법론은 디지털 시스템과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의 정량적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

여 BBN은 기존의 평가 방법들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또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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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의 정량적 평가 방안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소프트

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를 위한 확립된 기술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보여진다.

  반면, 현재까지의 BBN 적용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BBN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

고 그 해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문

제점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BBN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묵시적 또는 비 정형적으로 처리되던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평가에 관련된 

여러 가정들이 명시적으로 정형화되어 개발자와 평가자 또는 규제자 간의 

논의에 도움을 주고 의사결정의 투명도와 감사도를 높일 수 있는 유용성

이 있다. 또한, BBN 방법론은 디지털 시스템이나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

도나 안전성 평가 분야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현재 적용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실용성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

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나타난 기존의 소프트웨어 정량적 신뢰도 평가 

기법들의 한계점과 BBN 기술이 가진 특성 그리고 BBN 기술을 실제의 

문제에 적용 시 나타난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외의 동 분야 

연구 동향을 종합하여 디지털 시스템 및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

도 평가 분야에서 BBN 기술의 추후 적용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단기적으로는, 안전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를 위한 확립된 

기술이 없는 현 상태가 지속되고 따라서 전문가의 판단(규제/표준의 

틀에 의해 신뢰도에 향을 주는 여러 증거를 종합한 판단)에 의존하

여 안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체제가 계속 될 것이다. 그

리고 이런 체제에서는 전문가의 정성적인 지식과 판단과정을 정형적으

로 정량화 할 수 있고 여러 형태의 증거들을 단일 모델 안으로 체계적

으로 결합 할 수 있는 BBN과 같은 방법론이 안전 소프트웨어의 개발

과 신뢰도 평가 그리고 관련된 인허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

다.

 o 중 장기적으로는, 신뢰도에 향을 주는 요인의 인과관계와 향 강도  

(정량화)가 규명된다면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시험이나 신뢰도 성장모

델과 같이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신뢰도 평가 분야에서 하나의 정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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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 될 가능성이 보여진다.

3. 시험기반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들에 따르면, 시험기반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 방

법들은 소프트웨어의 성격에 따라 time domain approach와 input domain 

approach로 양분될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가 항상 동작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신뢰도 예측은 time domain approach로 대표될 수 있고, 평상시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자의 요구 또는 설정치(set point)를 위반한 경우에

만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는 input domain approach를 

통해 예측될 수 있다. 그림 3.6.4는 이러한 time domain approach 및 

input domain approach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work flow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여준다 [3.6-20].

How can HW/SW
induced failures be

identified?

Does not distinguish.

New approaches to
identify HW/SW
induced failures.

How can test
coverage related

effects be included?

Does not consider
test coverage.

Explicitly consider
test coverage

- Using test
  coverage metrics
- Fault seeding
  techniques
- etc.

Implicitly consider
test coverage

- In the case of test
  coverage based
  sampling (already
  considered)
- In the case of full
  scope testing
  (test coverage = 1)

How can debugging
related effects be

treated?

Does not consider
debugging related

effects.

Accepting historical
failure data.

Explicitly consider
debugging effects.

- Modelling
  debugging induced
  errors.
- etc.

How can Oracle's
reliability related

effects be treated?

Does not consider
Oracles' reliability.

(i.e. reliability = 1.0)

Explicitly consider
Oracle's reliability

(correlation is
suggested)

How much test time
should be considered to
ensure target reliability?

Statistical Theory

- Using well known
  statistical distributions
  (typically Poisson
   distribution)
- Bayesian estimation

How can test be performed?

Predetermined
Test Period Basis

Performing tests based on
predetermined test period
untill the amount of total test
time is larger than required
test time to ensure target
reliability.

Time to failure

Performing tests untill SW
failure occurs. If SW failure
time is larger than required
test time to ensure target
reliability, then test can be
stopped.

How can test inputs
be selected?

Full scope testing

Input Sampling

Random Sampling

Operational profile
based sampling

- UR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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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ability based
sampling

- DFT (design
   for testability)
- PIE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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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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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overage
based sampling

- Boolean reduction
- Brench coverage
- etc.

How can test results
converted into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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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l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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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results)

Systematic modelling
- Mar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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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ystematic
modelling

- Neural network
- Fuzzy theory
- etc.

How should many
tests be performed

to ensure target
reliability?

Statistical Theory

- Using well known
  statistical
  distributions
  (typically Binomial
   distribution)

Frequency Theory

- Using Entropy
  Minimax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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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omai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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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an fitting function for
test results be determined?

Using statistical
distributions only

- NHPP
- Weibull
- Exponential
- etc.

Combining statistical
distribution and expert's

knowledge

- S shape to model
debugging effects
- etc.

그림 3.6.4 시험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결정의 일반적인 work flow

  그림 3.6.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Select Input," "Perform Test," "Collect 

Failure Data to Obtain SW Reliability"와 같은 3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 523 -

한, 각 단계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다수의 세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

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에 포함

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각 단계를 설명하 다. 여기에서, 발전소 보호

계통은 발전소의 주요 변수들이 미리 정해진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 (즉 failure on demand의 결정이 필요한 시

스템)이기 때문에 input domain approach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

측이 우선된다. 따라서 이후의 설명은 모두 input domain approach를 주 

대상으로 하 다.

가.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의 기능

  발전소 보호계통은 ‘사고나 예상운전사건의 결과를 허용치 이내로 제한

하기 위해 원자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정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계통’으로 

정의될 수 있고 그 기능은 ‘선정된 발전소 안전관련 변수들을 계속 감시하

여 이 변수들이 설정치에 도달하면 원자로 정지신호를 생성’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3.6-32]. 이때, 각 발전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

분의 기존 발전소 보호계통 (즉 아나로그 발전소 보호계통)의 기능은 그

림 3.6.5과 같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다.

Analog/Digital
input module

(plant parameters)

Comparator
(to check trip
parameters)

Analog/Digital
output module

(generating trip signal)

CEDM
(control element

driving mechanism)

Manual trip signal
(from manual trip

buttons)

Trip
signal

Trip
signal

그림 3.6.5 아나로그 발전소 보호계통의 개략적 기능

  그림 3.6.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전소 보호계통은 기본적으로 발

전소의 주요 변수값들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이들이 설정치를 넘었는지 확

인한 후, 만일 설정치를 초과하는 변수값들이 들어올 경우 제어봉 (control 

rods)들을 원자로 안에 삽입하는 기기인 CEDM (control element driving 

mechanism)에 trip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광 3․4호기에 포

함된 발전소 보호계통에서 고려하는 변수들의 수는 총 16개이고, 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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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들 중 일부를 변수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발전소 보호계통과는 독립적으로 운전원이 수동으로 발전소 정

지 스위치를 눌 을 경우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키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림 3.6.5에 표시된 input module, comparator 

module 및 output module 등은 중복성 (redundancy)를 고려하여 한 개 

이상의 channel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표 3.6.5 광 3․4호기의 발전소 보호계통에서 고려하는 주요 변수

변수 원자로 정지 설정치

가압기 압력
- 가압기 압력이 2370psia 이상일 때

- 가압기 압력이 1825psia 이하일 때

증기발생기 수위
- 증기발생기 수위가 38.5% 이하일 때

- 증기발생기 수위가 90.8% 이상일 때

증기발생기 압력 증기발생기 압력이 913psia 이하일 때

격납용기 압력 격납용기 압력이 2.7psia 이상일 때

기본적으로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의 구성은 그림 3.6.6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기존 발전소 보호계통은 입력값들과 설정치들의 비교를 위해 아나로

그 comparator를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의 경우에

는 이를 CPU (즉 미리 프로그램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를 포함한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나 single board controller 등과 같은 

processing module에서 처리하는 것 등이다.

Analog/Digital
input module

(plant parameters)

Processing module
(to check trip
parameters)

Analog/Digital
output module

(generating trip signal)

CEDM
(control element

driving mechanism)

Manual trip signal
(from manual trip

buttons)

Watchdog
timer/processor

 Heart beat checking①

 Comparing expected②
input and output

Trip
signal

Trip
signal

Trip
signal

그림 3.6.6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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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고장내구성 (fault-tolerant)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oracle 기능

을 수행하는 watchdog 시스템을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3.6-20]. 이때, watchdog 시스템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세분될 수 있다.

- 단순히 processor module의 heart beat를 확인하여 processor 

module의 동작/비동작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그림 3.6.4에서 ①로 

표시된 부분)로서, 일반적으로 watchdog timer라 불린다. 특히 

watchdog timer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장된 소프트웨어가 없

고 단순히 processor module에서 발생되는 heart beat을 확인하는 

회로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 processor module로 들어오는 입력값들에 대해 미리 결정된 결과

값들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processor module이 예상되는 결과

값들을 내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그림 3.6.4에서 ②로 표시된 부

분)로서, watchdog processor라고도 불리며processor module과 유

사한 형태로 (즉 CPU나 PLC 등의 사용) 입력값에 대한 예상 결

과값과 실제로 발생된 결과값을 비교하게 된다.

  이들 중,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watchdog 시스템은 주

로 watchdog timer이고, watchdog timer나 watchdog processor 모두 이

상 (anomaly)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원자로 정지 신호를 발

생시키도록 설계된다.

  그림 3.6.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전소 보호계통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input 및 output module에서도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지만) processing module 및 watchdog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의 신뢰도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의 신뢰도 예측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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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elect Input" 단계

  이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 시험의 목적 및 목표 신뢰도를 결정한다. 둘째, 

설정된 목표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험회수를 결정한다. 셋

째, 결정된 시험회수 만큼의 시험 입력값 (test inputs)을 결정한다. 이 외

에 소프트웨어의 신뢰도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소프트웨어 자체의 고장

율’로 고려할지 또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한 시스템

의 고장율’로 고려할지 여부 등도 이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 [3.6-20]에 잘 정리되어 있다.

(1) 소프트웨어 신뢰도의 정의

  Processor module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능은 ‘입력값과 

원자로 정지 설정치의 비교’이므로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발전소 보호계통

의 설정치를 초과한 입력에 대해 processor module이 적절한 비교 결과를 

내지 못할 확률’로 정의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input domain approach가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을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표 3.6.5 중 

‘가압기 압력’을 생각해 보자. 정상출력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라면 가압

기 압력은 통상 2370 psia 이하를 유지하지만 사고상황에서라면 이 설정

치 이상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상출력 운전 중 들어오는 가압기 

압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발전소 보호계통이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

시킨다고 하더라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가압기 

압력이 설정치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지신호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성에 큰 향을 주게 된다. 즉, 발전소 보호계통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향을 주는 경우는 ‘설정치를 초과한 입력이 들어왔지

만 적절히 원자로 정지신호를 내지 못할 때’ 이고 이러한 특징은 결국 평

상시에는 대기하고 있다가 설정치 초과 상황에서만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input domain approach가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을 위

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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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용율 (availability) 측면에서는, 정상상태 및 사고상태 각각에 

대해 모두 정확한 결과를 필요로 하므로 (즉, 정상상태일 때 발전소 보호

계통의 오동작으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용성에 큰 향을 주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time domain approach가 고려되

어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시험의 목적

  발전소 보호계통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의 목적은 명백히 ‘원

자로 안전성에 직접적인 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 보호계통의 신뢰도를 

PSA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certification 

testing이 그 목적이 된다.

(3) 소프트웨어의 목표 신뢰도

  소프트웨어의 목표 신뢰도는 certification testing을 위한 모든 process에 

걸쳐서 큰 향을 주는 인자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다음에 설명할 소프트

웨어 시험회수 결정을 들 수 있다. 즉, 소프트웨어의 목표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험회수는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

하고 이는 곧 시험을 위해 많은 시간, 인력 등과 같은 자원이 필요함을 의

미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시험에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다.

  지금까지 다양한 산업체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을 위한 활

동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절대 신뢰도 목표 (absolute reliability target)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예측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절대 신

뢰도 목표란 ‘소프트웨어의 고장 확률은 10-4/demand 이하’와 같이 무조건

적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목표치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치가 10-3∼

10-5 정도라면 관계가 없지만 만일 high reliability (10-6 이하) 또는 ultra 

high reliability (10-9 이하)를 요구하는 목표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험회수 (90% 신뢰도를 고려할 경우 10-9의 목표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3×10
9회의 시험이 요구되고, 초당 1회의 시험을 가정할 경우 

약 70년 정도의 시험기간이 필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적용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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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가능하게 된다 [3.6-20].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한 소프트웨어 시험의 목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소프트웨어를 시험하여 신뢰도를 예측하는 것은 단순히 소프트

웨어 자체의 신뢰도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PSA에 사용할 수 있

는 입력값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상기한다면, 절대적인 목표 신뢰

도가 아닌 상대적인 목표 신뢰도 (relative reliability target)를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아나로그 comparator를 사용하는 발전소 보호계통

을 가정해 보자. 기존의 PSA 방법에 의하면, 이 발전소 보호계통의 신뢰

도는 고장수목을 사용하여 모델링 한 후 각각의 기본사건 (basic event)에 

대한 고장확률을 할당하여 얻어지게 된다. 결국 발전소 보호계통의 신뢰도 

목표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목표치를 만족하기 위해 아

나로그 comparator가 가져야 하는 신뢰도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표신뢰도 역산방법은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의 평가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는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의 processor module이 

가져야 하는 상대적인 목표 신뢰도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

련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3.6-33]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상대적 신뢰도 설정의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인 목표 신뢰도는 절대적 목표 신뢰도에 비해 낮은 값들이 요구되

기 때문에, 실제적인 소프트웨어의 시험을 통한 신뢰도 예측에 있어서 상

당한 수의 시험요구회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대적 

목표 신뢰도도 역시 높다면 요구되는 시험회수도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험회수를 제시하거나 효과적인 시험기간 감소 방안이 추가적

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시험회수 결정

  목표 신뢰도가 결정되면 다음 단계는 목표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시험회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시험회수의 결정을 

위해 제안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비교는 표 3.6.6와 같고, 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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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은 [3.6-20]에 있다.

표 3.6.6 시험회수 결정을 위해 제안된 방법들의 특징 비교

시험회수 

결정방법
기본가정 장․단점

Laplace's 

rule of 

succession

-시험 중 한번도 고장

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험간의 독립성이 존

재한다.

-목표 신뢰도 계산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

회수가 매우 작다.

-점추정치 밖에 계산할 수 없다.

이항분포,

beta 분포,

student t 

분포

-시험 중 고장이 발생

해도 무방하다.

-시험간의 독립성이 존

재한다.

-어떤 분포를 사용하더라도, 목표 신뢰도가 

동일하다면, 요구되는 시험회수가 거의 동

일하다.

-다양한 확신도 및 목표신뢰도에 따라 요

구되는 시험회수를 예측할 수 있다.

-시험간의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없다.

Binary 

Markov 

모델 및
최대 

엔트로피

수렴이론

-시험 중 고장이 발생

해도 무방하다.

-시험간의 종속성을 고

려할 수 있다.

-다양한 확신도 및 목표신뢰도에 따라 요

구되는 시험회수를 예측할 수 있다.
-시험간의 독립성을 확신하지 못할 경우에

도 적용할 수 있다.

-요구되는 시험회수 값이 주관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 한 번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요

구되는 ‘Laplace's rule of succession’은 현실적으로 적용성이 없다고 판단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시험되는 실제적인 조건을 충분히 반 할 수 있

다는 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 시험시 각 시험간에 어느 정도

의 종속성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Markov model with 

binomial distribution’이나 ‘Maximum entropy theory’ 등과 같이 시험간의 

종속성을 고려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들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시험간의 독

립성을 가정하여 (즉 이항분포, beta 분포나 기타 student t 분포 등을 고

려하여) 시험회수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라고 판단된다.

(5) 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험 입력값 (test inputs)들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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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신뢰도값과 목표 신뢰도 값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험회수가 결

정되면 이들을 바탕으로 실제 소프트웨어의 시험을 위해 사용할 시험입력

값 (test inputs)들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험 입력값들을 선

택하는 방법을 시험데이터 선택기법(test case selection method)이라 부르

고, 그림 3.6.7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있다. 또한 표 3.6.7는 시

험데이터 선택기법들에 대한 특징들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3.6-20].

Input sampling Random sampling
Bin (urn) sampling

Sampling based on
operational profile

Sampling based on
testability

Sampling based on
execution coverage

Full scope testing

Test case
selection method

White-box
sampling

Black-box
sampling

그림 3.6.7 시험데이터 선택기법의 종류

이들 중, ‘소프트웨어 신뢰도의 정의’ 측면에서 볼 때, 안전성과 직접적으

로 연관된 시험 입력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white-box approach가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표 3.6.5의 ‘가압기 압력’을 생각해 보자. 정상 출력운전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가압기 압력은 통상적으로 1825∼2370 psia 범위를 

유지하고, 사고상황에서라면 이 변화율이 설정치 이상 변할 수 있다고 가

정한다면, 안전성 측면에서는 가압기 압력이 설정치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

생했을 때 정지신호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만이 고려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험 입력값들은 모두 1825∼2370 psia 범위에서만 선택되어야 한다. 이

때, black-box approach를 사용할 경우 주어진 모든 범위에 대한 시험 입

력값이 선택되는 반면, white-box approach를 사용할 경우 소프트웨어에

서 고려되는 범위 (즉, 1825∼2370 psia)에서만 시험 입력값이 선택되게 

된다. 또한 표 3.6.5에 포함된 변수들이 모두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

한 입력변수들의 조합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branch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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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등과 같은 white-box approach를 사용하여 시험 입력값들을 결정해

야 한다.

표 3.6.7. 소프트웨어 시험 입력값 추출을 위한 방법들의 특징 비교

적용 방법 특성 장․단점

Black-box

sampling

Random

sampling

Discrete 입력 값들에 

대해 주로 적용된다.
-적용이 쉽다.

-Input 및 test coverage의 

고려가 거의 불가능하다.
Bin (urn)

model 연속적인 입력 값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

다.
Operational

profile

-적용이 어렵다.

-시험 입력값들이 편중되어 

추출될 수 있다.

White-box

sampling

Testability

소프트웨어 시험에 필요

한 입력변수들의 조합을 

얻을 수 있다. 

-적용이 어렵다.

-Input coverage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test coverage 

확보는 힘들다.

Branch

coverage

Formal

method

  

  여기에서 white-box approach에 포함된 많은 방법들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으로 모든 시험 

입력값들을 결정하기  보다는 몇 가지 방법들의 조합을 통해 시험 입력값

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white-box 

approach에 포함된 방법들은 크게 testability 기반, branch coverage 기반 

및 technical specification 기반 방법들로 그룹화될 수 있고, 다양한 세부 

방법들이 제안되어 있다. 따라서 시험 입력값들의 결정시 각 그룹에 포함

된 방법들 중 최소한 한 개 이상을 포함하도록 방법을 선택한다면 보다 

적절한 시험 입력값들이 추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Perform Test" 단계

  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목표 신뢰도, 요구되는 시험

회수 및 요구되는 시험회수 만큼의 시험입력값들이 결정되면 이들을 사용

하여 실제 시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실제적인 시험의 수행에 있어서 

미리 결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항들은 크게 결함수정효과 (debu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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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의 반  여부 및 시험도중 발견된 고장모드의 분류 (발생된 고장이 

hardware induced failure 또는 software induced failure인지를 구별)이다.

(1) 결함 수정 효과

  결함수정효과란 시험도중 고장이 발견되었을 때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결

함들을 수정한 후 다시 시험을 계속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과연 발견된 결

함이 완전히 고쳐졌는지 여부를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에 반 하는 것이

다 [3.6-34], [3.6-35], [3.6-36], [3.6-37], [3.6-38], [3.6-39].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결함수정이 소프트웨어 신뢰도에 미치

는 향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 추가적인 결함의 삽입은 없지만, 결함 수정을 실패한 경우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완전히 고치지 못한 경우. 따라서 결함수정 

전․후의 소프트웨어 신뢰도는 변화가 없다.

- 추가적인 결함의 삽입을 동반한 결함 수정 실패

  소프트웨어의 원래 결함 (즉 시험에서 발견된 결함)을 완전히 고

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삽입된 경우 

(예를 들어 잘못된 coding 등으로 인한 결함의 삽입). 따라서 결함 

수정후의 소프트웨어 신뢰도는 감소한다.

- 추가적인 결함의 삽입 없이 결함 수정을 성공한 경우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해결했기 때문에 결함 수정 후의 소프트웨어 

신뢰도는 증가한다.

- 결함의 수정은 성공했지만, 추가적인 결함의 삽입이 동반된 경우

  시험을 통해 발견된 결함은 성공적으로 수정했지만, 이러한 결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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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추가적으로 결함이 소프트웨어에 삽입

된 경우. 이때 결함 수정 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는 감소하거나 또

는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소한다고 고려한다.

  위와 같은 경우들을 소프트웨어 신뢰도에 반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

이 제안되었고, 상세한 내용은 [3.6-20]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프트

웨어 시험의 종류는 development testing과 certification testing으로 구분

되는데 여기에서 전자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수정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결함 수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 결함수정효과가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certification testing의 경우 궁극적인 목적은 시험

대상 소프트웨어의 고장율을 예측하여 목표 신뢰도를 만족시키는지 여부

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함수정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시

험의 목적은 certification testing이기 때문에 결함수정효과는 고려할 필요

가 없다.

(2) 소프트웨어 고장모드 결정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결과들 (즉, 소프트웨어의 고장자료)을 얻기 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소프트웨어 고장모드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소프트

웨어와 관련 하드웨어를 포함한 시스템의 고장율’로 고려한다면, 소프트웨

어 시험은 시스템 단위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소프트웨어로 인한 

고장이나 하드웨어로 인한 고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프트웨

어 신뢰도’를 ‘소프트웨어 자체의 고장율’로 정의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 

시험을 수행하려 한다면, 시험결과의 수집에 있어서 반드시 소프트웨어로 

인한 고장과 하드웨어로 인한 고장을 구분해야 하고, 현재까지 다양한 방

법들이 제안되었다 [3.6-20].

  그러나 제안된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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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문제들이 많을 뿐 아니라 최근에 제안되고 있는 phased mission 

system 같은 경우 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 자체가 거의 

없다 [3.6-40].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발생한 고장은 모두 소프트웨어로 인한 고장이다’라고 가정한 

후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현재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라. “Collect Failure Data to Obtain Software Reliability" 단계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예측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미리 분류된 소프트웨

어 고장 원인들에 대해 필요한 시험회수 만큼 미리 결정된 시험입력자료

를 써서 시험결과 (즉 소프트웨어 고장자료)를 수집하여 소프트웨어의 신

뢰도를 예측하는 단계이다. 이때 보다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예측을 

위해서는 "oracle의 신뢰도 및 coverage"와 “소프트웨어의 test coverage"

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3.6-20]. 즉 소프트웨어의 시험에 있어서, 단

순한 watchdog timer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oracle 형태의 watchdog 

processor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신뢰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단순한 watchdog timer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의 고장모드 분류가 필요하다.

- processor module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이상 동

작 발생 시, watchdog timer 자체가 하드웨어 결함으로 인해 halt

될 확률 (watchdog timer 자체 신뢰도)

- processor module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이상 동

작 발생 시, watchdog timer 자체는 살아있으나 watchdog timer

에 포함된 하드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이를 인식하지 못할 확률 

(watchdog timer의 coverage)

  여기에서, watchdog timer는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고장모드들은 모두 하드웨어적인 원인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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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드웨어 고장율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6-41]. 

  하지만 watchdog processor의 경우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 예상되는 결

과를 생성한 후 이를 processor module에서 나온 결과와 비교하는 소프트

웨어가 포함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고장모드 분류가 불가능하다 (소프

트웨어 고장모드 결정 부분 참고). 따라서 실제적인 적용방법이 제안되기 

전까지는 ‘발생한 고장은 모두 소프트웨어로 인한 고장이다’라고 가정한 

후 watchdog 시스템의 신뢰도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외에, 소프트웨어의 test coverage 문제도 소프트웨어의 신

뢰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내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3.6-20]. 

그러나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이유를 고려할 경우 소프트웨어의 test 

coverage를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예측된 신뢰도 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

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첫째,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회수를 정할 때, 

단순한 점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 구간을 고려하여 시험회

수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즉, 소프트웨어 시험에 있어서 포함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시험회수 증가로 보충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test coverage의 차이에서 올 수 있는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비록 input coverage와 test coverage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지만, 시험 입력값의 선택에 있어서 input coverage를 고려한 

white-box approach가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white-box approach에 포함된 다양한 입력자료 선택방법을 통해 얻어진 

입력자료들이 소프트웨어 시험에 사용되기 때문에 test coverage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white-box approach에 근간한 복

수개의 시험입력값 추출 방법들이 사용되었을 경우 test coverage를 1로 

고려한다”라는 접근방법이 최선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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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 절차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근거로, 디지털 발전소 보호계통에 포함된 소

프트웨어의 신뢰도를 시험을 통해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예측절차는 그림 

3.6.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6.8에서 제시된 절차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을 위해 

제시된 기존의 방법들만 가지고도 소프트웨어의 신뢰도를 정량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량화 결과에 많은 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가

정사항이나 조건들이 대부분 무시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3.6-20].

- 목표 신뢰도 만족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회수 및 시간의 현실화

- 시험간의 의존성이 있을 경우 시험회수 결정 방법

- watchdog과 같은 oracle 시스템의 신뢰도 및 coverage의 고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간의 교호작용의 고려 

- masking 효과의 고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장모드의 분류

- 충분한 input 및 test coverage의 확보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지만, 발전소 보호계통을 포함한 디지털 안전계통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신뢰도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특히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다

음과 같은 세 분야로 압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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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software reliability

Define
the goal of testing

Define
target reliability

Decide
required number of

tests

Assuming independent trials
between successive tests

Select
input cases

Selecting inputs based on 'safety'
perspective

Selecting test inputs based on the
combination of white-box approaches

Define
failure modes of

processor module

Assuming all failures from processor
module were due to software faults

Assuming no masking effects

Decide
failure modes of
watchdog timer

Assuming all failures of watchdog
timer were due to hardware faults

Decide
test coverage

Assuming test coverage is 1, if test
inputs were select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white-box approaches

Considering confidence level

Define relative target reliability

Select
inputs

Perform
tests

Collect failure data
to obtain SW

reliability

Quantify
software reliability

Considering certification test

Considering 'safety' perspective

그림 3.6.8 시험을 통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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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회수 또는 시험시간 감소 방법

어떤 상대적 또는 절대적 목표 신뢰도가 정해졌을 때, 목표 신뢰도 

값이 10-5 정도의 범위라면 요구되는 시험회수는 시험간의 독립성을 

가정할 경우 (적용 방법 및 확신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500,000회 내외이므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시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 신뢰도가 10-7 이상이라면 약 50,000,000회 정도가 

요구되는데, 이는 초당 1회의 시험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19개월 정도

를 계속 시험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시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목표 신

뢰도가 높을 경우 이를 단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

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목표 신뢰도 설정에 있어

서 절대 신뢰도보다 상대 신뢰도 개념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보다 현

실적인 시험회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고장모드의 효과적인 분류/구분 방법

다음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는 고장모드의 효과적인 분류 또는 

구분 방법이다. 즉,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간을 단축

시켰다고 하더라도, 얻어진 시험결과 (즉 고장자료)들 중에서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예측되는 소프트웨어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감

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서, 1000회 시험을 수행했을 때 

10회의 고장자료를 얻었고 이들 중 1회만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결

함으로 인한 고장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고장모드를 적

절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발생된 고장은 모두 소프트웨어로 인한 고

장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제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보다 

훨씬 낮은 값을 예측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상호작용 (interaction)과 

masking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

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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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시스템의 신뢰도 및 coverage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

적이나 고장 내구성을 갖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oracle 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미 설명한 바

와 같이 고장 내구성을 목적으로 한 oracle 시스템의 경우 oracle 시

스템 자체의 신뢰도와 coverage에 따라 감시 대상 소프트웨어의 신

뢰도가 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이 필요하다.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oracle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oracle 시스템의 신뢰도와 

coverage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얻어진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부적절한 소프트웨어 신뢰도가 예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oracle 시스템의 신뢰도 및 coverage를 효과적

으로 모델링 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4.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론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SA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아직까지 제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SA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정량

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PSA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입력을 제시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 정량평가의 전 과정

이 PSA를 통한 정량적 안전성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될 수 있는

가?, 다른 산업체에서 사용된 경력이 있고 현실적이며 명확한 이론을 가진 

정량적 평가 방법이 적용되었는가?)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현재까지 연구․제안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들 중 시험을 통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방법 및 BBN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방

법이 PSA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의 정량적 평가 목적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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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BBN의 경우 명확한 수학적 이론을 근거

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life cycle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외국의 다른 산업체 및 연구소에서 활발히 적용이 추진되

고 있는 방법이다. 또한 시험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신뢰도 예측방법 역시 

확률 및 통계이론을 바탕으로 성립되었고, PSA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입

력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산업체에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사용 중인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BBN 및 시험을 통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를 수행하 고, 그 결과 BBN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case study가 수행되

었고 시험을 통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에 적용될 수 있는 개략적인 시

험절차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BBN 및 시험을 통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방법이 PSA 수행

을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지라도, 해결되어야 할 많은 현안들

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가정 및 제한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곧 

현재까지 연구․제안된 방법들을 사용해 PSA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의 신뢰도를 예측할 경우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하지만, 역으로 만일 남아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

구가 수행된다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추가적인 노력 없이 바

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보

다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을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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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디지털 계측제어 결론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APR1400 원전의 안전기능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PSA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PSA 체

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PSA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 다. 연구결과 디지털 계통에 대한 정량적 신뢰도 평가가 현

재 PSA에서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장수목을 이용하

여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의 고장

율 평가, 고장 감시기법 효율성 평가, 공통원인 고장 모델 방법 및 확률 

평가 방법 등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기법이 개발되

지 않았으므로 이의 완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의 디지털 계통의 원전에서의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에서 정량평

가는 디지털 계통에 정성적 평가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 발간되는 표준들에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

이다. 기존 표준들과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표준(안)의 내용 그리고 규제

와 동 분야의 관련 기술 현황 분석결과 디지털시스템의 신뢰도평가와 관

련된 표준들의 추후 경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o 정성적 평가 기준 위주에서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표준의 기본 개념 

전환.

  o 고전적인 구성품(components) 기반 및 최종 제품에 대한 신뢰도 분석

에서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고

려한 시스템 분석의 방향으로 전환. 

  그러나 PSA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이며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성 평가 수단으로 국내에서도 인허가 요건 충족이나 안전성 

평가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기능에 사용되는 

디지털 계통의 정량평가는 안전성 평가에서 필수적이다. 

  디지털 계통에 대한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일반요건이 필요하다. 요건은 디지털계측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계통

에 대해 적용되는 PSA의 기본요건인 모델링 수준의 적절성․정량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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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장모드의 적절한 반 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전체 원전계통

의 PSA와의 호환 및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모델링이 되어야 하며, 사용

된 자료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플랜트 전반에 걸친 PSA결과

에 호완 할 수 있도록 고장수목을 이용한 디지털계통의 정량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세수준의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항목을 도출하

으며, 연구의 목적상 현재 설계/적용 단계에 있는 계통에 바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또한 원전 안전계통에의 PSA적용은 처음이므로 신뢰성 있는 고장데이터

베이스가 전무하여 기존의 표준을 활용해야 하므로 그 표준의 정확성․현

실성을 검증하 으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부분은 아직 세계적으로 공인

된 방법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량평가에 대한 적용타당성을 검증하

는 연구를 수행하 다. 

  디지털 시스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

으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o 소프트웨어 신뢰도

  o 고장내구성 기법의 검출 범위 평가

  o 공통원인 고장의 적용

  o 디지털 시스템의 고장유형 및 부품 신뢰도 평가

  o 기타 기존 계통 모델링 기법의 한계

  o 디지털 기기의 원전 위험도 향

  디지털계통에 대한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

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PSA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과에 미치는 향이 큰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야한

다. 따라서 현재 원전에의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에 대한 

가상적인 설계를 설정하여 사례연구를 통해 주요 인자를 도출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주요인자 도출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고장수목을 이용

하는 경우 현실적인 안전성 분석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 현재의 플랜트 전반의 안전성 분석과 수준을 맞추는 정도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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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모듈 단위로 고장확률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 모듈단위의 고장확률은 제품 공급자로부터 MIL-Handbook 217F와 

같은 공인된 방법론에 따라 구해진 자료를 사용한다. 현실적인 분석

을 위해 기능상실을 유발하는 소자/고장모드에 대한 고장율 만을 고

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입수

가 불가능할 경우, 전체 소자의 고장율을 모두 합산하는 보수적인 자

료를 적용하고 이를 정확히 기술하여야한다.

- 디지털 계통의 공통원인 고장의 분석 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가 확

보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일반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베타 팩

터 방법이나 MGL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공통원인 고장 모델 방법을 

적용한다. 

- 기본적으로 프로세서 모듈내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고장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전보호계통 등 단순한 

계통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

적이다.

- 감시 타이머 등 고장감시 기법이 적용된 경우 이를 모델에 반 하여

야 한다. 이때 100% 고장 검출이나, 0% 검출과 같은 비현실적인 가

정이 아닌 공학적으로 타당한 검출 효과를 적용하여야한다.

- 상기의 특성 이외에도 위험도 집중 등 디지털 기기의 고유 특성을 

분석 시점의 기술을 반 하여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계통에 대한 PSA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외

에 하드웨어 부품이나 보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장율 추정과 같은 문제

점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 기기의 하드웨어 신뢰도 예측 계산은 대상 시스템의 설계자료, 사

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뢰도 예측 대상에 적합한 방법과 데이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하드웨어의 신뢰도 예측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최신 자료가 현재 생산되거나 사용하는 부품의 고장율을 잘 반 하

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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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베이스별로 동일 부품에 대하여 고장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모델의 차이와 고장자료 생생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 대

상과 데이터베이스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각 예측 방법별로 가정과 모델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므로 결과

의 직접 비교시에는 의미를 신중히 파악하여야 한다.

- 그리고 고장 모드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고장 데이터가 세분되어 있

으면 보다 현실적인 PSA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추후 고장자료 

분석에 고려하여야 한다.

  PSA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아직까지 제안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제안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들을 검토한 결과 시험 및 

BBN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방법이 정량 평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방법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정량평가 가능성은 확

인하 지만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남아있다. 

  전술한 연구결과는 사실 디지털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나 

특히 주요 인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계통 신뢰도에 미치는 향을 평

가함으로써 PSA에 디지털 계통을 정량적으로 모델 할 수 있는 기본 지침

을 작성하 다. 또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수행될 디지털 계통의 정량적 평

가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출된 주요인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디지털 계통의 정량평가가 공학적인 

적절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디지털 계통 안전성의 정량

적 평가 기술은 원전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보증할 수 있게 하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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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감압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ICI 노즐 및 관통부  

         열적 파손모드 실험 및 해석

제 1 절 연구 개요 

원전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가 파손되기 전에 원자로용기 외벽

을 냉각(external vessel cooling)함으로써 노심용융물을 원자로용기 내에 가

두어 두어 (IVR: In-Vessel corium Retention)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

여 격납건물 관련 중대사고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세계적으로 고

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대사고 관리 방안은 핀란드의 Loviisa 원전과 미

국의 AP 600 원전에 반 이 되었고[4.1-1, 4.1-2]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의 

APR 1400 원전에서도 이를 반 하고 있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이 성공하

려면 외벽냉각 수행에 의한 열제거량이 노심용융물의 열용량과 발생하는 붕

괴열을 충분히 제거하여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

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으로 원자로용기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이려

면 외벽냉각으로 원자로용기 파손기구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

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파손 기구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원자로용기 외

벽냉각의 파손기구에 대한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노심용융물에 의한 원자로용기 파손은 일반적으로 4가지 기구에 의하여 

파손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1-3]. 즉, 원자로용기의 국부적 파손

(localized vessel failure), 원자로용기 전체 파손(global vessel failure), 관통

부 온도상승에 의한 파손(tube heat-up and rupture), 관통부의 용접부 파손

에 의한 튜브 분출(ejection)이다. 이와 같은 네 파손 기구중 원자로용기의 

국부적 파손과 원자로용기 전체 파손은 열생성량과 열제거량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ICI(In-Core Instrumentation) 노

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부와 관련있는 두 파손 기구는 아직 많

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원자로용기 관통부는 용

접부의 깊이가 원자로용기 두께에 비하여 매우 작아서 용발되어 노즐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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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고 계측관이 있는 thimble 튜브 내부는 대기압을 유지하고 있기 때

문에 용융물이 thimble 튜브 내부를 통하여 많이 분출되어 튜브를 용융시킴

으로서 용융물이 원자로용기 압력경계 외부로 누출될 수 있다. 그러나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 환형공간에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냉각재가 존재

하며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압력 경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환형공간에 있

는 냉각재는 관통부 파손에 의한 원자로용기 건전성 위협을 억제시킬 수 있

다. 이와 같이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수행하 을 때 원자로용기가 건전하

기 위한 중요 요소 중의 하나는 ICI 노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

부의 건전성 확보이다. 따라서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을 중대사고 완화방안

으로 고려하고 있는 APR 1400 원전에서 외벽 냉각으로 원자로용기 파손이 

방지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원자로용기 하부의 ICI 노즐과 thimble 

튜브가 건전성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채택한 APR 1400 원전에서 외벽

냉각으로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취약부분인 ICI 노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실험과 해석을 수행

하 다. 실험은 thermite 반응으로 생성되는 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실험

과 유도가열로를 사용하는 지속가열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이들 

실험과 APR 1400 원전에 대하여 LiLAC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열적으로 해

석하 고 ABAQUS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해석하 다. 이들 실

험결과와 해석결과를 기초로 APR 1400 원전의 외벽냉각시 관통부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다. 이를 위하여 먼저 원자로용기 관통부 건전성을 평

가한 기존 연구현황을 분석하 고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하부를 정

하게 조사하 다.  

1. 기존 연구현황

외벽냉각시 관통부 파손을 평가한 실험은 단지 미국의 FAI[4.1.4]에서 수

행되었다. 외벽냉각이 없는 상태에서 관통부 파손을 평가한 실험은 미국 

SNL의 LHF(Lower Head Failure) 실험[4.1.5], 스위스 PSI의 CORVIS 실험

[4.1.6] 등이 있으나 이들 실험은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 환형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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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를 주입하지 않았다. 표 4.1.1은 이들 실험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벽냉각이 없었던 CORVIS와 LHF 실험결과, 관통

부가 취약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외벽냉각을 수행한 FAI 실험은 용융물

의 관통부 내부를 통한 주입에 중점이 되었고 실제 용융물이 압력차이 때문

에 관통부 내부로 주입되었으나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 환형공간에 

존재하는 냉각재 때문에 용융물이 냉각되었다. 본 란에서는 먼저 TMI-2 사

고에서의 관통부 거동을 분석하 으며, 이들 기존 실험에 대하여 상세히 분

석하 다. 

표 4.1.1 원자로용기 관통부 파손 평가 실험 비교 

FAI 실험 CORVIS 실험 LHF 실험
실험 

수행기관
미국 FAI 스위스 PSI 미국 SNL

실험 대상 
W PWR, GE 

PWR, BWR

BWR(03/xx), 

PWR(04/xx)
PWR 

실험 횟수 10회 대형실험 3회
2회(LHF-4, 

LHF-5)

용융 상사물
Thermite 20 kg, 

40 kg

Thermite 800 kg, 

Al2O3 400 kg, 
반구형 히터 사용

외벽 조건 외벽 냉각 수행 외벽 냉각 없음 외벽 냉각 없음

주요 실험 

주안점

관통부 내부를 

통한 용융물의 

관통 깊이 

관통부 파손 형태 관통부 파손 형태

주요 결과

용융물이 깊이 

침투되나 관통부 

환형공간 내의 

냉각재와 외벽냉각 

향 때문에 

관통부 파손이 

발생하지 않음

용융물에 의한 BWR 

배출관 파손, 

저압에서는 관통부가 

파손되지 않음 

용융물에 의한 

용발로서 관통부 

용접부의 용융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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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TMI-2 사고의 관통부 손상 분석

1979년에 미국의 TMI-2(Three Mile Island Unit 2) 원전에서 노심 물질

이 용융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 으나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 다. 

OECD/NEA에서 주관하여 수행한 TMI-2 VIP 프로그램 결과에 따르면 관

통부가 손상되었고 용융물이 관통부 내부를 통하여 많이 침투되었으나 냉각

재에 의하여 냉각되었다. 따라서 본 란에서는 TMI-2 사고에서 관통부 손상

에 대하여 분석하 다. 그림 4.1.1은 TMI-2 원전의 원자로용기 하부 역 및 

노심계측지 가이드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 

하부 헤드는 136 mm 두께의 A533, Grade B 저합금 강 base 금속이고, 내

부에 5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강-308로 피복되었다[4.1.7, 4.1.8]. 

그림 4.1.1 TMI-2 원전의 원자로용기 하부 역 및 노심계측기 

          가이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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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2 중대사고에서 노심 용융물에 의해 노즐 관통부가 손상되었으나 

관통부 파손으로 용융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원인 등에 대하여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4.1-9, 4.1-10]. TMI-2 사고에서 노심용융물은 연료 피복재

와 제어봉 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질로서 복잡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TMI-2 중대사고는 노심의 약 50%가 용융되었고, 약 225분에 노심 물질

의 약 20%가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되었다. 그 당시 사용되던 전산코

드를 이용한 TMI-2 사고에 대한 해석결과는 원자로용기가 파손되어 격납건

물 하부로 용융된 노심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실제 원자로

용기는 손상되지 않았다[4.1-11, 4.1-12]. 이와 같이 원자로용기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연구된 결과는 원자로용기의 하부 

플레넘에 물이 존재하 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즉, 약 16시간 후에 강제 

순환을 재개할 때까지 고압 안전 주입계통을 작동시켜 소량의 물을 약 200 

분간 계속 공급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고 결과를 기초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도 원자로용기가 손상되지 않고 노심 용융물을 노내나 노외에서 냉

각수에 의해 냉각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원자로 설계에 반

되고 있다. TMI-2 원전에서 노심용융물에 의한 관통부 손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원자로용기 내에서 노심용융물의 거동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 재배치과정

냉각재가 상실된 노심에서 노출된 핵연료는 용융되어 하부로 흘러내리면

서 하부의 냉각재와 복잡한 구조물과 만나면서 고화되고, 그 위에 용융물이 

다시 쌓여 고화된 용융물이 재용융되면서 원자로용기 하반구로 재배치된다. 

최종적으로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된 노심용융물은 하나의 큰 흐름에 

의해 재배치된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흘러 내려온 것이다.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초기에 재배치된 노심 용융물은 곧 냉각되어 단열재 역할을 하여 

하반구 바닥 및 노즐 하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노심용융물은 제어봉 

성분인 Ag-In-Cd를 많이 포함하며 원자로용기 하반구 vessel 피복재인 강

철강을 침식시켰다(TMI-2 사고 시작 후 약 226분). 이어서 액체 상태의 노

심 용융물이 계속 상부에 쌓여서 고화되고, 비교적 비중이 낮은 제어봉 용융

물은 재용융되어 상부로 이동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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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심 용융물의 특성

노심 용융물은 약 20톤이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되었으며, 깊이는 

25∼75 cm 이고, 노심파편(debris)의 크기는 모래/자갈 정도로 직경 15 cm 

범위 으며, 분쇄된 고체와 용융되었던 응집물로 구성되었다.

  • 노심 용융물의 가열 및 냉각

원자로용기 하반구의 내부 표면에는 약 1 x 0.8 m의 타원형 지역이 노심

용융물의 재배치로 약 30분간 온도 약 800∼1100℃로 가열되었고, 다른 하부 

하반구 vessel의 온도는 약 727 ℃ 이었다. 원자로용기 하반구 vessel 두께

를 통한 온도 구배는 약 2∼4℃/mm 으며, 약 10∼100 ℃/min 속도로 냉

각되었다. 

  • 붕괴열

원자로용기 하반구 바닥에 재배치된 엉성한 노심파편 도는 6.57∼9.40 

g/cm³이며, 이와 같은 차이는 내부에 기공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기공의 범

위는 5∼41% 이고 평균은 18±11% 이었다. 이들의 우라늄 함량은 평균 65 

%인데 비해, 단단한 시편의 우라늄 함량은 약 70 w/o이었다. 이들 시료의 

최대 도달 온도는 2600∼2850 ℃ 범위이었다.

원자로 비상정지 후 용융물이 재배치 된 224 분과 600 분에서 하부 헤드

에 용융 고화된 노심용융물의 붕괴열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상정

지 후 224분에서 붕괴열은 0.18 W/uranium-g 이었고, 600 분에서는 0.14 

W/uranium-g 이었다. 단단한 층의 계산된 평균 용융물 조성(70 w/o U, 

13.75 w/o Zr 및 13 w/o O)의 경우 224 분에 붕괴열은 0.13 W/용융물-g이

고, 600 분에서는 0.096 W/용융물-g 이었다[4.1-13, 4.1-14]. 붕괴열 값의 정

확성은 ±20% 이다.

  • 원자로용기 하반구 vessel의 피복재

압력용기 바닥의 스테인리스 강 피복재의 균열은 제어봉 성분인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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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Cd의 수지상(dendrite) 입자 침입에 의한 고온 균열로 판단되었다. 또한 

구리는 고온 균열을 발생시키는 부식제로 작용한다.

  • 원자로용기 하반구 vessel 및 노즐  

원자로용기 하반구 vessel과 노즐 사이의 용접부는 큰 열화 징후가 없었

고 비교적 깨끗하 다. 이것은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노심 

용융물이 빨리 냉각되어 두꺼운 단열층을 형성하여 노즐과 원자로용기 하반

구 vessel의 열충격을 완화시키고 보호하는 작용을 하 다고 할 수 있다. 원

자로용기 하반구 vessel의 고온 지역은 노심용융물에 의한 제트 충돌보다는 

노심파편의 장기간 지속가열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재배치되는 액체상

태의 노심 용융물은 높이 약 140∼270 mm에서 여러 개의 노즐을 완전히 용

융시켰다. 노즐의 온도 범위는 바닥에서 64 mm 지점까지는 약 1000 ℃이었

고, 높이 140 mm 이상에서는 1400 ℃(노즐 융점)로 계산되었다.

  노즐의 열화 기구는 액체 Zr에 의한 용발, Zr과 Ad-Cd에 의한 입자간 침

입, Al과 화학반응, 많은 산화물에 의해 Cr 부족, 내부 가압에 의한 고온 균

열 및 노즐 부풀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인코넬 관통부 노즐은 온도 1330∼

1530 ℃에서 고체 세라믹형 연료 노심파편이나, 온도 1350 ℃ 이상에서 금속

형 노심파편에 의해 용융 사고를 발생할 수 있다.

  • 노즐 내로 용융물의 침입

용융된 노즐 내부를 통하여 노심 용융물이 수 십 cm를 이동하 으나, 내

부관의 냉각수에 의하여 고화되어 원자로 외부로의 배출을 막았다. 노즐 관

통관의 내경은 약 15.9 mm로서 관통관의 많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세한 

노심파편으로 채워졌거나 관벽이 노심파편에 의해 열 침식으로 손상되었다. 

제어봉 물질과 노즐 물질은 낮은 높이에서 반응하므로 용융된 핵연료보다 

거리를 침입한다. 또한 노즐 내부로 노심 용융물의 침입 거리는 침입 순간의 

노심용융물의 온도, 조성, 노즐의 온도와 노심파편을 고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연료와 용융된 노즐 사이의 반응 크기에 향을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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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FAI 실험내용 및 결과[4.1-15]

FAI(Fauske & Associates, Inc.)에서 수행된 실험들은 노심파편이 하부 

플레넘으로 배출됨에 따른 열 침식, 하부 헤드 관통부 내부 및 모사된 원자

로 용기 벽에 대한 직접적인 관측과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노심파편이 물의 풀 속으로 중력에 의해 배출되어 급냉되는 현상을 측정하

다.

원자로용기 하반구 관통부(LHP; Lower Head Penetration) 실험은 원자로

용기 하반구 관통부에 고온의 노심파편이 재배치되어 열 침식을 하는 열 환

경을 모사하도록 설계되었다. 원자로용기 하반구 계측관 관통부는 물이 없이 

직접 노심파편에 노출되도록 하 고, 원자로용기 하반구 배수관의 거동은 물

로 채워서 실험하 다. 또한 고온 노심파편과 물의 반응에 관계된 급냉 향

과 증기 발생속도에 대하여 연구되었다.   

실험 장치는 ① 용융물 생성 도가니가 설치된 용융물 발생 및 공급장치

(melt delivery assembly),  ② Thermite 반응 생성물인 Fe와 Al2O 3  용융물

을 상분리 하는 분리장치(melt separator assembly),  ③ 용융물과 RPV 반

응 실험하거나 관통부 실험(그림 4.1.2 참고)에 따라서 형태가 다른 반응 실

험부(melt receiver), ④ 고온 용융물과 증기 폭발 등에 대한 안전 장치의 특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융물 발생장치의 총 용적은 42 ℓ로서 도가니는 60 kg의 thermite를 충

전하도록 설계되었다. 다음 반응식과 같이 반응물은 산화철과 알루미늄 금속

의 반응열을 이용하는 thermite 반응에 의해 노심파편(debris)을 모사하도록 

했다.

             Fe 2O 3 + 2 Al → 2 Fe + Al 2O 3   + Q                  

(4.1.1)

  

Thermite의 화학반응 생성물은 매우 고온(2400 K)으로서, 철의 융점에 비

해서 매우 과열도가 크고(약 600 K), 용융된 aluminum oxide에 대해서는 약

간 과열도(100 K)이다. 



- 553 -

그림 4.1.2 FAI의 관통부 건전성 평가 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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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kg의 thermite를 연소시키면 철과 Al2O 3가 각각 약 10 kg씩 생성되며, 

철의 도가 높아 산화 알루미늄은 철의 위로 상승하여 상분리 된다. 관통관 

실험에서는 철이 먼저 배출되나, 용융물된 철의 높이가 thimble의 외부관 보

다 낮으므로 Al2O 3만 thimble tube와 접촉하도록 하 다.

모의된 원자로용기의 바닥 판은 원자로의 실제와 같은 재질 및 두께로서 

10.8 cm의 탄소강판을 사용하 고, 벽두께는 3.3 cm 이므로 계측관의 열 응

답에 대한 규모 축소는 필요 없었다. 모의된 원자로용기 관통관은 외부관

(thimble containment tube)과 내부관(thimble tube) 사이에는 냉각재가 채워

져 있으며, thimble tube 내에 계측기가 설치된다.  

실험 결과, thimble tube는 Al2O 3  층과 접촉하여 몇 초 내에 용융 파손되

었다. thimble tube의 파손은 원자로용기부터 격납건물 공간으로 배출 통로

를 만들어 원자로용기내 압력과 격납건물의 대기압과의 압력차이로 노심 용

융물이 thimble tube속으로 흘러들어 갔지만 곧 냉각.고화 되었다. 따라서 

흐름 경로가 완전히 재봉쇄되므로 thimble tube에 의한 초기의 압력 경계를 

재확립하 다. 또한 thimble tube와 외부관 사이의 환형공간의 냉각재에 의

해 효과적으로 용융물의 침식이 차단됨을 보 다. Thermite 20 kg으로 실험

하 을 경우, 용융물이 이동한 거리는 환형 부분으로 42 cm 이었고, thimble 

tube는 230 cm 이었다. 이것은 용융물이 냉각되는데 환형곤간내 냉각재가 

매우 효과적인 열 흡수로서 파손된 압력 경계를 재 봉함을 보 고, 열침식

으로부터 thimble tube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 다. 

원자로용기 모의 바닥판은 하부 플레넘에 물이 없이 실험한 경우 Al2O 3

(약 100 ℃ 과열)의 용융물에 노출된 측벽은 용발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

나 용융물을 분리하지 않고 실험한 경우는 과열온도가 약 600 ℃인 용융 철

의 중력에 의한 배출로 용융물의 제트와 충돌되는 부근의 바닥판과 철 층과 

접한 상부 근처의 측벽이 용발되었다. 그러나 이같이 과열도가 높은 철로 모

의한 인위적인 것으로 실제 원자로에서 재배치되는 노심파편의 산화물 형태

와 다르다. 하부 플레넘 내에 물을 채워 실험한 경우(용융물 분리기가 있거

나 없거나), 바닥판이나 측벽의 용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물을 채운 한 번의 

실험에서 약간의 바닥판의 제한된 표면에 수많은 작은 홈의 침식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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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실험은 실험용기에서 용융물과 냉각수가 폭발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포화온도 이하의 물(78 ℃)을 얕게(15 cm) 채운 수조에 Al2O 3를 넣은 것이

었다.

  다. CORVIS 실험내용 및 결과[4.1-15]

CORVIS 프로젝트는 중대사고 발생 중에 노심 용융물과 원자로 용기 하

부 헤드간의 반응 연구로서 기하학적인 스케일링, 압력, 노심 상사물인 

thermite 용융물과 붕괴열의 모사이었다. 실험에서 용융상사물은 FAI와 동

일한 thermite를 사용하 으며, 용융물 생성장치의 용량은 2000 kg으로 양을 

조절하여 사용하 다. 반응 생성물은 용융물 배출관을 통하여 실험용기로 도

입되도록 하 다. 실험용기는 붕괴열을 모사하기 위하여 전력 300 kW의 아

크 가열기로 용융물을 지속적으로 가열할 수 있도록 하 다. 전기 아크 가열

은 국부적으로 가열하므로 thermite 용융물은 전도와 대류에 의해 열 전달

된다. 그러므로 이 같은 가열은 실제 노심 용융물이 균등하고 연속적으로 가

열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실험용기 바닥은 원자로 하부 헤드를 모의한 

실험판(실험에 따라서 배수관이나 관통부가 설치 됨)이 있다. 실험 용기의 

실험판은 원자로용기와 같은 ferritic강 20 Mn-MoNi 55, 저탄소강 St 37 이

다. 관통부도 원자로 설계와 동일한 용접기술로 용접되었으며, 노즐은 Ck60, 

배수관은 St35이고, 계측관 관통부는 인코넬을 사용하 다. 실험결과는 다음

과 같다.

  ◦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은 실험에서 약 100 초 후에 실험 용기의 변위 

속도가 0.16 mm/s 로 빠른 변화를 하며, 철 용융물이 바닥을 침식시키어 실

험용기를 용융 관통시켰다. 

  ◦ BWR 배수관 실험에서 실험 용기의 바닥 판(실험 판)은 직경 740 mm, 

두께 100 mm로서, 재료는 원자로 강 20 MnMoNi55 으로 원자로 같이 굽힘

을 주었으며 길이는 7 m이었다. Thermite 분말 800 kg을 충전하여 반응시

켰을 때, 철의 배출 시간이 8.9±0.5s 라고 평가되었다. 용융물이 실험판에 

직접 부딪치지 않도록 방해판을 사용한 실험에서 실험 판의 두께가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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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3  아크 가열기

100 mm이었으나, 고화된 철에 의해 평균 20 mm가 증가하 다. 철이 충돌

하는 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험판이 용융되지 않음을 보 다. 이것은 철

과 산화 알루미늄 용융물의 혼합이 거의 없고, 실험부에 처음 도달한 철은 

실험판을 덮고 고화되기 때문으로 제트 충돌하는 일부 지역만 용융됨을 보

다. 용융물을 가열하기 위해 그림 4.1.3과 같은 아크 가열기(arc heater)를 

사용했다. 아크 가열기 외부 전극의 총 길이는 2 m 로서 기공이 적은 흑연 

전극(재료 HLM of SGL) 2개로 제작되었다.

 

철 구조재의 용융은 용융물의 흐름에 의해 향을 받으며, 용융된 노심의 

일부만으로 BWR 배수관과 유사한 하부 헤드내의 관을 파괴하기 충분함을 

보 다. 실험판은 용융물이 제트 배출된 지역에서 가장 큰 용발을 보 고, 

35 mm 두께까지 용융되었다. 용발된 층은 철이 65 kg 이었다. 실험판의 상

부 표면은 5∼20 mm 두께의 고화된 Al₂O₃ 로 덮 다. 실험판의 중앙 구멍

은 원래 42.97 mm에서 112 mm로 넓혀졌다. 제트 충돌지역의 금속은 약 70 

%의 thermite 철과 30 %의 실험판 철강으로 구성되었다.

배수관은 변형에도 불구하고 파손되지 않았다. 이것은 배수관이 높은 내

부 압력과 동일한 열 조건에서 파열될 것은 확실하나, 저압에서 산화 용융물

에 의한 배수관의 용발은 무시될 수 있었다. 이것은 산화 용융물이 강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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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음 접촉된 피막층을 형성하여 용융물의 계속된 가열(노심 용융의 붕괴

열)에서 배수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배수관의 막힘은 없었으나, 배수관 내

부에 철 층이 빙결되어 있었다. 용융물의 급격한 벽의 용발로 인하여 전도층 

모델이나 BFM 둘 다 만족스럽게 적용할 수 없었으나, 4 m 길이의 배수관

에서 폐쇄가 없었으므로 전도층 모델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실험판에서 멀수록 tube 빈공간의 직경이 감소(고화층 두께의 증가)하는 것

은 모델과는 모순된다. 

◦ 가압경수형 원자로(PWR) 관통부 실험

PWR의 이동식 중성자속 탐지기용 가이드 관을 모사한 것으로 5개의 관

통부를 설치하 고, thermite 1000 kg에서 생성된 산화 알루미늄 448 kg을 

실험부로 배출시켰다. 또한 실험부가 파손되거나 열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

지 용융물 내에 잠수시킨 전기 아크에 의한 지속적인 가열울 하 다.  

실험부는 다른 실험과 동일한 실험판 두께 100 mm, 용기 폭은 740 mm 

이다. 관통부의 전체 길이는 670 mm이고, 관통부가 실험 용기 내부 위로 올

라온 길이는 305 mm 이다. 관통부의 외경 및 내경은 38 mm와 9 mm 이며, 

관통부의 상부는 열린 상태이다. 관통부는 오차 ±0.062 mm로 관통부의 상

부 표면만 실험판에 용접되었다. 실험판의 재료는 원자로 강 20 MnMoNi55

이고, 관통부는 웨스팅하우스에서 사용한 Inconel 600, DIN 2.48.16 - A 

equivalent ASTM, B-166이며, tube 확장부는 ASTM A182 F 304, AISI 

304 이었다.

실험 결과의 예비 평가에서 용융물이 tube의 하부 끝으로 배출되지 않고, 

용융물은 tube 길이 3∼4m에서 고화되었다. 실험부의 가열은 전기 아크 전

력 평균 240 kW로 가열하 으며, 실험부는 용융 관통되지 않았으나 지속적

인 가열후 1.5시간에 열 정상상태에 도달되었다. 실험 판의 외표면의 중심에

서 최대 온도는 1100 ℃이었다. RPV 하부 헤드는 계통 압력이 낮을 때, 계

측관의 관통부 근처에서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실제 원자로에

서 계측관은 물이 있으므로 용융물이 계측관을 용융 관통시킬 가능성이 더 

적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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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결과로서 용융된 철은 융점보다 약 600 ℃ 높게 과열되어  적은 

용융물에 의하여 배수관등이 파손 될 수 있으나, 철의 사용은 원자로에 대하

여 적절한 모사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실험하기 전에 철을 분리시켜 산화 

알루미늄으로 실험해야 한다고 하 다. 산화 용융물은 과열도가 낮으며, 낮

은 열전도도로서 구조물에 빨리 빙결되어 피막층을 형성하므로 열전달을 방

해하 다. 또한 산화물의 사용은 제트 충돌 향, 침식 및 다른 관련된 많은 

문제를 감소시킬 것이다.

용융물 지역에서의 대류 열전달로서 용융물은 순환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부로의 열속이 다른 방향보다 낮으므로 이 같은 현상을 모델

화 하기 위하여 debris가 용융되었을 때 열전도도를 몇 배로 하 다. 실험 

자료와 비교시 100배로 하 을 때 하부 판의 열 응답에 대한 양호한 결과를 

보 다. 

실제 설계(기하학적 구조 및 재료)와 같은 원자로 압력 용기와 관통부의 

거동연구는 안전성 평가 단계에서 적절한 실험계획을 세워야 한다. 원자로 

하반구의 곡선은 국부적인 과열을 주어 선택적인 사고 경향을 줄 수 있다. 

볼록한 쉘은 정상운전 조건 하에서 평면 응력을 받으나 곡면은 두께 방향으

로 열 구배가 클 때 강한 억제를 하여 다축으로 응력을 주게된다. 이에 비해 

평판은 정상 조건에서 다축 응력을 받으며, 한쪽 면에서 가열될 때 열팽창에 

대해 억제력이 작으므로 훨씬 낮은 응력을 받는다. 그러므로 원자로용기와 

동일한 반경과 두께 비를 갖는 완전한 반구형 쉘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크 가열기의 사용은 비현실적인 난류나 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정

체된 용융 풀에서 예상되는 층류 순환보다 큰 하향 열 전달되며, 아크 가열

기의 유효 가열력이 불확실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아크 가열기에 의해 용융

물이 도가니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었으며, 열수지 계산결과 아

크 가열기 전력의 50 %가 용융물로 전달됨을 보 다.

  라. SNL 실험내용 및 결과[4.1-15]

원자로용기 하반구 vessel 파손(LHF; lower head failure) 실험은 중대사

고에 따른 vessel의 파손사고를 실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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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에 대한 적합한 실험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규모 분석을 한 결과의 요

점은 다음과 같다. 실험장치는 hoop stress를 유지하도록 구조적으로 원자로

용기를 규모 축소해야하고, 원자로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실규모

와 유사한 열속으로 실험하여야 한다고 하 다.

실험장치는 TMI형 원자로용기의 하부 부분을 규모 축소한 것으로 

SA533B1 반구헤드와 원자로용기 실린더형 벽의 하부 부분을 모의한 30 cm

의 수직벽으로 구성되었다. 원자로용기의 내경은 기하학적 규모 인자 4.85에 

대응되는 91 cm이었다. 반구형 가열기에는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9개의 가열

기가 있어 노심 용융물에서 원자로 용기로 에너지 전달되는 것을 모의하도

록 하 다. 실험의 주변수는 열속분포, 용기 압력, 용기 바닥의 관통부의 유

무로서 용기벽의 hoop stress 7 MPa에 대응되는 내압 10 MPa에서 수행하

다. 

실험결과, 용기 온도 약 930 K에서 약 120분에 크립속도가 크게 증가함을 

보 다. 벽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크립속도는 가속되었고, 온도 1011 K에

서 145분에 용기는 크게 파손되었다. 파손 시간에서 용기 바닥 중심의 변위

는 12 cm 이었다. 용기는 90°/120°평면에 대해 비대칭으로 파손되었다. 

균일가열, 관통관 있는 경우의 실험은 인코넬 관통관의 직경 8.2 mm를 

사용하 다. 용기와 관통관은 전체 벽두께의 약 1/4인 7.6 mm 깊이로 용접

하 다. 용기온도 약 930 K에서 140분에 크립 개시가 관측되었다. 용기 파

손 시간에서 총 변형은 약 4 cm, 즉 약 8%의 응력(strain)이었다. 인접된 관

통부도 유사한 파손을 발생하는 변형을 보 으며, 필렛(fillet)과 용기 계면에

서 발생하여 용접부위가 분리되었다. 

2. APR 1400 원전의 원자용기 하부 구조 특성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하부는 반구형으로 SA508, Grade 3, Glass 

1 의 탄소강(carbon steel)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내부는 강철(stainless steel)

로 피복 용접(용접 자재 : ER309L STRIP/FLUX)된다. APR 1400 원전 원자

로용기 하부에는 노내 계측을 위하여 관통부인 ICI(In-Core Instrumentation) 

노즐이 설치된다[4.1-16]. ICI 노즐의 재질로서는 인코넬 690(N06690)이 사용

되고, 노즐은 원자로용기와 ASME 법령 2142와 2143에서 규정한 인코넬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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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2 W PWR 울진 3,4호기 APR 1400 

원자로용기 하반구  

 내경(m) 
4.44 4.20 4.22 4.74

원자로용기 하반구 

두께(m)
0.127 0.14 0.1524 0.165

ICI 노즐 수 52 58 45 61

ICI 노즐 재질 및 

외경(m)

인코넬, 

0.0508

인코넬, 

0.0274

인코넬, 

0.0762

인코넬,

0.0762
ICI 노즐 두께(m) 0.01746 0.0064 0.0286 0.0286
환형공간 두께(m) 0.00423 0.0023 0.00381 0.00381
Thimble 튜브 재질 

및 외경(m)

인코넬, 

0.00742

St.Steel,

0.008

St.Steel,

0.01143

St.Steel,

0.01143
Thimble 튜브 

두께(m)
0.000535 0.0012 0.001245 0.001245

용접봉인 수동봉(ENiCrFe-7)이나 TIG봉(ERNiCrFe-7)을 사용하여 용접된다. 

ICI 노즐의 길이는 설치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르다. 즉, 반구형 원자로 상부는 

노즐의 길이가 길고 하부는 길이가 짧다. ICI 노즐 내부에는 강철(stainless 

steel)로 제작된 thimble 튜브가 설치된다.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는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경계로서 원자로냉각재 계통의 냉각재가 주입되어 있

다. Thimble 튜브 내부는 격납건물 대기압을 유지하며 노내 계측관들이 개별

적으로 절연되어 설치된다. 

APR 1400 원전은 노심 출력이 4,000 MWth로서 한국표준 원전인 울진 

3,4호기의 2,815 MWth에 비하여 약 40 % 높기 때문에 원자로용기의 크기

가 울진 3,4호기에 비하여 다소 크다. 표 3.1.2는 APR 1400 원전의 원자로

용기 하부 구조물 크기를 다른 원전들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세대 원전의 원자로용기 직경은 4.74 m로서 울진 3,4호기

의 4.22 m 보다는 크고 ICI 노즐의 수도 61개로서 울진 3,4호기보다는 많다. 

그러나 노즐 및 노즐 내부의 Thimble 튜브와 재질은 차세대 원전과 울진 

3,4호기는 같다. 차세대 원전과 울진 3,4호기 노즐과 Thimble 튜브의 크기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노형의 원전보다는 다소 크다.  

  표 4.1.2 APR 1400 원전 원자로용기 하부 특성과 다른 원전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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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용융물 사용 실험내용 및 결과

APR 1400 원전의 외벽냉각시 원자로용기 하반구 건전성을 평가하는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FAI와 CORVIS 실험에서와 같이 thermite 반응으로 생

성되는 산화알루미늄 용융물을 사용하는 실험과 유도가열로를 사용하는 지

속가열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 다. 산화알루미늄 용융물 실험에서는 용

융물의 잠열을 모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노심용융물의 붕괴열을 모의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산화알루미늄 용융물 사용 실험의 미비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용융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도가열로를 사용하여 지속가

열(sustained heating) 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1. 산화알루미늄(Al2O3) 용융물 사용 실험내용 및 결과

  가. 실험 개요

APR1400 원전의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벽

냉각을 수행했을 때 원자로용기 하반구 ICI 노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thermite 반응으로 생성되는 산화알루

미늄 용융물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관통부 건전성을 평가하는 본 실험에서 

실제 핵연료 물질인 UO2/ZrO2 용융물을 사용하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사 용융물을 이용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노심 용융물의 상사물로 thermite 

반응으로 생성되는 Al2O3와 Fe 용융물을 도에 따라 분리하여 Al2O3 용융

물 만을 사용하 다. Al2O3 thermite 용융물은 핵연료 용융물인 UO2/ZrO2 

용융물과는 달리 분괴열(decay heat)을 갖고 있지 못하여 지속 가열을 모의

할 수 없고 천이(transient) 실험 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Al2O3 thermite 용융물은 용융 상태에서 초기 온도가 2700 K의 고온이고 노

심용융물에 비해 열 전도도와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열적 부하가 집중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관통부 및 반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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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원자로용기 하반구 관통부 건전성에 향을 많이 미치는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의 환형공간 내에 냉각재 존재 유무, 외벽냉각 

수행 여부, 용융물 질량,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 원자로용기 하반구 vessel의 

구조(평판, 20。 경사를 갖는 평판) 등의 실험 인자를 선정하고 이들 인자의 

향을 분석하는 실험을 총 7회 수행하 다. 실험은 관통부 1개를 모의한 실

험용기 내에 평판형 Al2O3 thermite 용융물을 주입하여 관통부와 반구 

vessel의 열적 거동과 파손 형태에 대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의 향을 평

가하 다. 

나. 실험 장치 및 방법

본 실험 수행을 위한 실험장치는 원자로용기 하부 반구를 모의한 평판형 

실험용기와 외벽 냉각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한 외부용기 및 thermite 반응 

도가니 겸 분리 용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2.1은 본 실험시설의 개념도

를 보여주고 그림 4.2.2는 실험용기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APR1400 원전의 하부 반구는 반구 형태를 갖지만 본 실험에서는 20。 경사

를 갖는 평판으로 제작한 1번을 제외하고 모두 평판 형태의 원통형 실험용

기를 사용하여 APR1400 원전 관통부 1개를 모의하는 실험장치를 제작하

다. 

표 4.2.1은 APR1400 원전과 실험용기의 규격을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

서 APR 1400 원전의 61개 관통부 중 1개를 모의하 으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와 관통부의 재질과 두께 및 용접부의 규격과 

용접 물질의 재질은 실제 원전과 동일하게 제작하 다.

APR1400 원전에는 가압기(pressurizer) 상부에 안전 감압 계통(SDS: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계통은 사고 시 원

자로 용기 내부를 약 10기압 이하로 감압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대

사고 시 저압 사고 경위를 모의하기 위하여 실험 용기 내부의 압력을 약 10

기압으로 설정하 으며, 이를 위해 반응 용기를 LAVA 압력용기[4.2-1] 내

부에 장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용기의 외부는 LAVA 압력용기의 

외부 대기와 연결하여 대기압 상태를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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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산화알루미늄 용융물 사용 실험시설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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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산화알루미늄 용융물 사용 실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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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APR1400 원전과 실험용기의 규격 비교

APR1400 원전 실험 용기

반구 모양 반구형
평판형 및 

20。 경사를 갖는 평판

반구 내부 직경(m) 4.74 0.218

반구 두께(m) 0.165 0.165

ICI 노즐 개수 61 1

ICI 노즐 외경(m) 0.0762 0.0762

ICI 노즐 두께(m) 0.0286 0.0286

환형관 두께(m) 0.00381 0.00381

Thimble 튜브 외경(m) 0.01143 0.01143

본 실험에서 노심용융물의 모사체로 사용한 Al2O3 thermite 용융물은 Al 

분말과 Fe2O3 분말을 고르게 혼합한 후 DC 12 V의 전기를 가하여 화학 반

응에 의해 생성된다. Al2O3 용융물은 초기 용융 상태의 온도가 약 2,500K 이

고 Al2O3 용융물과 Fe 용융물의 혼합 용융물이다. 용융 상태에서 Fe 용융물

의 도는 6,800 kg/m3로서 도가 2,600 kg/m3인 Al2O3 용융물에 비해 두 

배 이상 크다. 실제 원전 사고 시 원자로용기 하부 반구에 주입되는 용융물

의 주요 성분이 산화 용융물이므로 도 차이를 이용하여 성분을 분리한 후 

Al2O3 용융물만 실험용기 내부로 주입하 다.

철-산화 알루미늄의 thermite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4.2.1) 3 Fe3O4 + 8 Al  →  9 Fe + 4 Al2O3    + 3675 kJ/kg-thermite 

Fe2O3 + 2 Al  →  2 Fe + Al2O3       + 3990 kJ/kg 



- 566 -

정량적인 화학 반응이라면 용융물 내에 생성된 철과 산화 알루미늄의 무

게 분율은 각각 55.2%와 44.8% 이다. 반응열에 의해 생성되는 용융물의 초

기온도는 약 2,500 K이므로, 순철(용융온도 1,808 K)과 산화알루미늄(용융온

도 2,272∼2,305 K)이 용융된다. 철( 도 7,800 kg/㎥)과 산화알루미늄( 도 

3,800 kg/㎥)은 도 차이에 의해 반응 용기에서 철 용융물과 산화알루미늄 

용융물로 분리된다. 정량적인 반응으로 생성되었을 경우 산화알루미늄의 용

적이 약 1.67배 많으며, 용융물의 액위는 바닥 직경에 따르므로 원자로 용기

를 적절하게 모사할 수 있는 높이로 산화 알루미늄을 배출할 수 있도록 

thermite 양을 정해야 한다. 

실험 수행중중 용융물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용기 내부의 

양 측면에는 산화마그네슘(MgO) 단열재를 설치하 고 실험용기 하부 내부

에 전기 히터를 장착하여 반응 용기의 초기 온도를 약 95 oC까지 예열하

다. 외부 원통형 용기는 실험용기와 10cm 간격을 두고 강철로 제작하 으

며, 외벽 냉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험용기와 외부용기 사이에 냉각수를 

주입하여 수조 비등(pool boiling)을 모의하 다. 외부 용기에는 냉각수 주입 

관과 배기관 및 증기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 으며 실험 수행 중에는 대기압 

상태를 유지하게 하 다. 

본 실험의 주요 측정 인자는 실험용기 vessel과 관통부의 온도 변화 및 

ICI 노즐과 및 반구의 변형이다. Thimble 튜브 내부와 ICI 노즐 내부 및 실

험용기 내부의 온도는 K형 열전대를 장착하여 실시간 측정하 다. Thimble 

튜브 내부에는 50 mm 간격으로 6개의 K형 열전대를 장착하 고 ICI 노즐 

내부에는 양방향에 4개 씩 총 8개의 K형 열전대를 50mm 간격으로 설치하

다. 원자로용기 하부 반구 모형인 실험용기의 반구 내부에는 동, 서, 남, 

북 네 방향에 각각 4개 씩 총 16개의 K형 열전대를 설치하 다. 그림 4.2.3

은 실험 용기 내부에 장착한 열전대의 측정 위치를 보여준다. 후반부에 수행

한 실험에서는 반구 내부에서 수평 방향으로 전달되는 열속을 측정하기 위

해 열전대를 평형하게 설치하 다. 실험용기 내부에 가해지는 열적 부하

(thermal load)와 내부 압력에 의한 기계적 부하(mechanical load)에 의해 

ICI 노즐과 반구가 변형될 수 있다. 실험수행 중에 capacitance 센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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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사용하여 ICI 노즐과 반

구의 변형을 각각 측정하 다. 실험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HP VXI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 처리하 다. 실시 간 데이터의 측정과 더불어 반응이 종결된 

후에 ICI 노즐과 반구 및 용접부의 용발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용기

의 중앙면을 절단하는 파괴검사를 수행하 다.  

  다. 실험 내용

본 산화알루미늄 용융물 사용 실험에서는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수행 여

부가 관통부 파손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 조건을 달리하여 

총 7회 실험을 수행하 다. 외벽 냉각 수행 여부, 환형공간내 냉각재 주입 

여부, 용융물의 질량, 반구 내부의 압력, 반구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향 

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표 4.2.2는 보 실험의 실험조건을 정리하여 보여주

고 있다.  

LAVA-ICI-DRY1, 2 실험과 LAVA-ICI-5 실험은 외벽 냉각을 하지 않고 

수행한 실험들이다. 중대사고시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의 환형관 내

부에 냉각재의 존재 여부는 용융물이 관통부 내부로 침투하여 이동하는 것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환형곤간 내의 냉각재 

존재유무가 관통부 건전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LAVA-ICI-DRY1 실험에서는 환형관 내부에 냉각재를 주입하지 않고 실험

을 구행하 고 LAVA-ICI-DRY2 실험에서는 환형관 내부에 냉각재를 주입

하고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 노심 용융물의 상사물로 사용한 Al2O3 thermite 용융물은 전

술한 바와 같이 잔열을 모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핵연료 용융물에 비해 

반구 내부에 가해지는 열적 부하(thermal load)가 낮은 단점이 있다. 반응 

초기 반구 내벽에 가해지는 열속 부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LAVA-ICI-5 

실험에서는 LAVA-ICI-DRY2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용융물의 질량을 60 

kg으로 증가시켜서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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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산화알루미늄 용융물 사용 실험장치의 열전대 설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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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산화알루미늄 용융물 사용 실험조건

Test No. Pressure Geometry
Melt 

Mass
Remarks

LAVA-ICI-

DRY1
0.6 MPa Flat plate 40 kg

No EVC, No annulus 

water

LAVA-ICI-

DRY2
1.0 MPa Flat plate 40 kg

No EVC,  annulus 

water

LAVA-ICI-1 0.9 MPa Flat plate 40 kg Base Case

LAVA-ICI-2 1.5 MPa Flat plate 40 kg Influence of Pressure

LAVA-ICI-3 1.0 MPa Flat plate 60 kg
Influence of Melt 

Mass

LAVA-ICI-4 1.0 MPa

Flat plate 

with 20。 

curvature

40 kg
Influence of Vessel 

Geometry

LAVA-ICI-5 1.0 MPa Flat plate 60 kg
No EVC, Influence of 

Melt mass

LAVA-ICI-1, 2, 3, 4 실험들은 외벽냉각을 수행한 실험들이다. 

LAVA-ICI-1 실험은 LAVA-ICI-DRY2 실험과 비교 대상 실험으로서 외벽 

냉각 조건만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용융물에 의한 열 부하와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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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내부의 압력 부하는 용접부가 용발되었을 경우 관통부가 반구 외부로 

방출되는 데 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이다. LAVA-ICI-2 실험은 반구 내부

의 압력에 대한 향 평가를 위하여 반응 용기의 내부 압력을 15 기압으로 

증가시켜서 실험을 수행하 다. LAVA-ICI-3 실험은 외벽 냉각을 수행하지 

않은 LAVA-ICI-5 실험의 비교 대상 실험으로서 상사 용융물의 질량을 60 

kg으로 증가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제 원자로 용기 하부는 곡률을 갖는 반구 형태이므로 사고 시 노심 용

융물이 반구의 가장 자리로 재배치되면 용융물이 반구 면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구 내부에서 용융물의 이동은 관통부에 가해지는 열적, 

기계적 부하를 증가시킬 수 있다. LAVA-ICI-4 실험은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 내부에서 용융물의 이동이 관통부의 건전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자 기존 실험에서 평판형 반응 용기를 사용하 던 것에 반해 20o의 경사를 

갖는 실험용기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라. 실험 결과 및 고찰

산화알루미늄 용융물을 사용한 실험수행 후 실험용기의 중앙 절단 단면에 

대한 관측 결과와 ICI 노즐 및 반구의 온도 거동을 중심으로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 다. 표 4.2.3은 각 실험에 대하여 용접부와 vessel의 용

발 깊이,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에 환형관 내부에서 용융물의 이동 

거리, 반구 내부에서 전도에 의한 최대와 실험초기 약 1,000 초 동안의 평균 

열속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원자로용기 하반구 관통부를 통한 

용융물의 침투 깊이와 용융물에 의한 vessel과 용접부의 용발깊이는 실험 

후 실험용기에 대한 파괴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인자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들 결과에 대해서

는 다음 항에 실험별로 상세히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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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산화알루미늄 용융물 사용 실험의 주요 결과 비교

Test No.
Penetration 

Depth(mm)

Ablation

Depth(mm): 

Weld/Vessel

Max. Heat

Flux(MW/m
2)

Avg. Heat 

Flux(MW/m2)

LAVA-ICI-

DRY1
171 15 / 12 2.1 0.4

LAVA-ICI-

DRY2
93 15 / 19 2.1 0.3

LAVA-ICI-1 55 1 / 6 1.65 0.2

LAVA-ICI-2 72 9.8 / 31.5 1.78 0.25

LAVA-ICI-3 169 - 182 20 / 23 1.9 0.3

LAVA-ICI-4 130 15 / 25 1.0 0.25

LAVA-ICI-5 205 17 / 20 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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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별 실험 결과 정리

      (가) LAVA-ICI-DRY1 실험 결과 및 고찰

LAVA-ICI-DRY1 실험 결과, ICI 노즐의 용접부 파손으로 인한 용융물의 

방출은 없었다. 그러나 Fe 용융물 상단부와 ICI 노즐 경계면(ICI_3, 7 열전대 

위치)에서 ICI 노즐이 파손되어 환형관 내부와 thimble 튜브 내부로 Fe 용융

물이 주입되어 상단부에서 171mm 아래 지점까지 용융물이 이동하 다. 그

리고 반응 용기 내벽과 용접부의 용발이 발생하여 용접부의 경우는 최대 

15.0 mm, 반구 내부는 위치에 따라 최대 12.0 mm 가량 용발되었다. 그림 

4.2.4는 LAVA-ICI-DRY1 실험의 ICI 노즐 및 반응 용기의 중앙 절단 단면

의 사진과 파손 위치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4.2.5와 4.2.6은 반구 내부의 온도 변화와 반구 내부에서 전도에 의

한 열속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반구 외벽에서 4 mm 내부에 장착한 LHV_20 

열전대에서 측정한 온도 변화를 보면 약 250 초가 지난 시점에서 서서히 가

열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실험에서 반구 내벽에 가해진 열속이 반구 내

부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thermal wave penetration time constant)과 

거의 같은 값을 나타낸다. LAVA-ICI-DRY1 실험에서는 외벽 냉각을 수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구 외벽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700K 이상 가열되

었고 반구 상부에서는 900K 이상의 고온 상태를 5000초 이상 유지하 다. 

위치 별로 측정된 온도 변화 값을 이용하여 1차원 열 전도 방정식을 가정하

여 열속 값을 계산하 다. 열속 값은 용융물과 가까운 반구 상부에서 크게 

측정되었으며 최대 열속 값은 2.1 MW/m2이었고 시간에 따라 지수 함수 형

태로 냉각되어 반구 내부를 통한 열 전달이 전도에 의해 지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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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LAVA-ICI-DRY1 실험의 실험용기 중앙 절단 단면의 

              사진과 손상위치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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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LAVA-ICI-DRY1 실험의 vessel 내부 온도변화

그림 4.2.6 LAVA-ICI-DRY1 실험의 vessel 내부 열속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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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VA-ICI-DRY2 실험 결과 및 고찰

LAVA-ICI-DRY2 실험결과, LAVA-ICI-DRY1 실험 결과와 같이 ICI 노

즐의 용접부 파손으로 인한 용융물의 방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ICI 노즐 용

접부와 실험용기 vessel 내벽은 각각 15 mm, 19 mm 용발되어 

LAVA-ICI-DRY1 실험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의 환형관 내부에 용융물이 주입되었지만 용융물의 이동 

거리가 93mm로서 LAVA-ICI-DRY1 실험보다 짧게 나타났다. 환형관 내부

에 냉각수가 존재함에 따라 용융물이 냉각되어 쉽게 고화되었기 때문에 용

융물이 더 이상 이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7은 

LAVA-ICI-DRY2 실험의 ICI 노즐 및 실험용기의 중앙 절단 단면의 사진과 

파손 위치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4.2.7을 보면 ICI 노즐이 붕괴되

어 Fe 용융물 층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LAVA-ICI-DRY2 

실험에서 LAVA-ICI-DRY1 실험과 달리 용융물 도가니와 분리 용기를 일체

형으로 제작하여 용융물의 열적 부하가 증가하여 결국 용융물의 제트류(jet 

impingement) 효과가 커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2.8과 4.2.9는 vessel 내부의 온도 변화와 반구 내부에서 전도에 의

한 열속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반구 내부의 최고 온도는 KNGR-ICI-DRY1 

실험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지만 반구의 냉각율 및 열속의 변화 등 전반적인 

열적 거동은 LAVA-ICI-DRY1 실험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 LAVA-ICI-1 실험 결과 및 고찰

외벽냉각을 수행한 LAVA-ICI-1 실험에서도 ICI 노즐의 용접부 파손으로 

인한 용융물의 방출은 없었고 ICI 노즐이 파손되어 용융물이 환형관 내부로 

주입되었다. 그러나 용융물의 이동 거리가 55mm로 이전 실험에 비해 짧았

고 반응 용기 내벽은 약 6mm 용발되었으나 ICI 노즐의 용접부는 거의 용발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실험 결과는 LAVA-ICI-1 실험에서 외벽 냉각을 수

행하 기 때문에 LAVA-ICI-DRY1, 2 실험에 비해 ICI 노즐 및 반응 용기

가 효과적으로 냉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10은 LAVA-ICI-1 실험의 

ICI 노즐 및 반응 용기의 중앙 절단 단면의 사진과 파손 위치에 대한 개략

도를 보여주고 있다. 



- 576 -

그림 4.2.7 LAVA-ICI-DRY2 실험의 실험용기 중앙 절단 단면 

              사진과 손상위치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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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LAVA-ICI-DRY2 실험의 vessel 내부 온도 변화

그림 4.2.9  LAVA-ICI-DRY2 실험의 vessel 내부 열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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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0 LAVA-ICI-1 실험의 실험용기 중앙 절단 단면 사진과 

              손상 위치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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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과 4.2.12는 vessel 내부의 온도 변화와 반구 내부에서 전도에 

의한 열속 변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반구 내부의 최고 온도는 LAVA- 

-ICI-DRY1 실험과 큰 차이는 없지만 냉각 과정에서 반구 내부의 냉각률은 

약 0.4 K/s로서 LAVA-ICI-DRY1, 2 실험에서 측정된 0.1 K/s보다 매우 높

았다. 이에 따라 900 K 정도의 고온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 던         

LAVA-ICI-DRY1, 2 실험에 비해 LAVA-ICI-1 실험에서는 반구 내부의 온

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반응 용기 외벽 냉각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반구 외벽에서 4 mm 내부에 장착한 열전대

가 측정한 온도 변화도 300 K 이하를 나타내어 반구 외벽에서 냉각수의 비

등 열 제거로 반구가 효과적으로 냉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구 내부에서 

측정된 최대 열속 값은 1.65 MW/m2으로서 외벽 냉각을 수행하지 않았던 

LAVA-ICI-DRY1, 2 실험에서 측정된 2.1 MW/m2 보다 다소 작은 값을 나

타내었으나 냉각 과정에서는 약 0.2 MW/m
2의 값을 나타내어 이전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라) LAVA-ICI-2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용기 내부의 압력 향을 평가한 LAVA-ICI-2 실험에서도 ICI 노즐

의 용접부 파손으로 인한 용융물의 방출은 없었고 ICI 노즐이 파손되어 용

융물이 환형관 내부로 주입되었다. 용접부는 최대 9.8 mm 정도 용발하 고 

반구 내벽은 최대 31.5 mm 정도 용발되었다. 환형관 내부에서 용융물의 침

투 거리는 72 mm로서 용융물의 침투 거리가 55 mm 던 LAVA-ICI-1 실

험에 비해 다소 길었다. 그러나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 증가는 관통부 손상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13은 LAVA-ICI-2 실험의 ICI 노즐 및 실험용기의 중앙 절단 단

면의 사진과 파손 위치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4.2.14와 4.2.15는 

vessel 내부의 온도 변화와 vessel 내부에서 전도에 의한 열속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반구 상부의 온도 값이 높게 측정되었지만 반구의 냉각율 및 열속

의 변화 등 전반적인 열적 거동은 LAVA-ICI-1 실험과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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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 LAVA-ICI-1 실험의 vessel 내부 온도 변화

그림 4.2.12 LAVA-ICI-1 실험의 vessel 내부 열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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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3 LAVA-ICI-2 실험의 실험용기 중앙 절단 단면의 사진과 

             손상위치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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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4  LAVA-ICI-2 실험의 vessel 내부 온도 변화

그림 4.2.15 LAVA-ICI-2 실험의 vessel 내부 열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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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LAVA-ICI-3 실험 결과 및 고찰

LAVA-ICI-3 실험은 용융물의 질량이 관통부 파손에 미치는 향을 평가

하고자 이전 실험에서 40 kg의 Al2O3 용융물을 주입했던 것보다 많은 60 kg

의 Al2O3 용융물을 주입한 실험이다. LAVA-ICI-3 실험에서도 ICI 노즐의 

용접부 파손으로 인한 용융물의 방출은 없었으나 ICI 노즐의 상부가 파손되

어 용융물이 환형관 내부로 주입되었고 ICI 노즐이 용융물의 열적 부하에 

의해 붕괴되어 Fe 용융물 속에 존재하 다. 용접부는 최대 20 mm 정도 용

발되었고 반구 내벽은 최대 23 mm 정도 용발되었다. 반구 내벽이 최대 31.5 

mm 정도 용발되었던 LAVA-ICI-2 실험과 비교하여 반구 내벽의 최대 용발 

깊이는 작았지만 LAVA-ICI-2 실험에 비해 용접부가 2배 이상 용발되었고 

반구 내벽이 비교적 고르게 용발된 형태를 나타내어 LAVA-ICI-2 실험보다

는 반구 내벽에 가해진 열적 부하가 컸음을 알 수 있다. 환형관 내부에서 용

융물의 침투 거리는 169 ∼ 182 mm 로서 용융물의 침투 거리가 72 mm 

던 LAVA-ICI-2 실험에 비해 2배 이상 길었다. 이는 외벽 냉각을 수행하지 

않았던 LAVA-ICI-DRY1 실험과 비슷한 침투 거리로서 용융물의 질량이 증

가함에 따른 열적 부하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용융물의 질량 증가

에 따른 열적 부하 증가는 원지로용기 하반구의 관통부를 많이 손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2.16은 LAVA-ICI-3 실험의 ICI 노즐 및 실험용기의 중앙 절단 단

면 사진과 손상위치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4.17과 3.4.18은 

vessel 내부 온도변화와 vessel 내부에서 전도에 의한 열속변화를 각각 보여

주고 있다. Vessel 내부 최고 온도는 LAVA-ICI-1, 2 실험에 비해 높게 측

정되었으며, 반구의 냉각률은 약 0.2 K/s로서 0.4 K/s의 냉각률이 측정되었

던 LAVA-ICI-1, 2 실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LAVA-ICI-3 실험에서 용융물의 질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vessel 내벽

에 가해진 열 부하가 컸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냉각과정에서 열속 값은 

LAVA-ICI-1, 2 실험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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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6 LAVA-ICI-3 실험의 실험용기 중앙 절단 단면의 사진과 

             손상위치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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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7 LAVA-ICI-3 실험의 vessel 내부 온도 변화

그림 4.2.18 LAVA-ICI-3 실험의 vessel 내부 열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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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LAVA-ICI-4 실험 결과 및 고찰

기존 실험에서 평판형 반응 용기를 이용하여 외벽 냉각의 향을 평가

한 것과 달리 LAVA-ICI-4 실험에서는 경사진 반응 용기를 이용하여 외벽 

냉각에 대한 반구의 기하학적 구조의 향을 평가하 다. LAVA-ICI-4 실

험에서도 ICI 노즐의 용접부 파손으로 인한 용융물의 방출은 없었으나 ICI 

노즐이 파손되어 용융물이 환형관 내부로 주입되었고 ICI 노즐이 용융물의 

열적 부하에 의해 붕괴되어 Fe 용융물 속에 존재하 다. 용접부는 최대 15 

mm 정도 용발되었고 반구 내벽은 최대 25 mm 정도 용발되었다. 용융물이 

처음 접촉한 부분에서 용발이 많이 발생하 고 LAVA-ICI-4 실험의 반구 

형태가 이전 실험과는 달리 곡면 형태이므로 용융물의 이동이 발생하 다. 

이에 따라 초기 접촉부분에서 이동 위치를 따라 용발의 정도가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용융물의 이동이 멈추는 끝 부분에서는 용발이 거의 발생하

지 않았다. 환형관 내부에서 용융물의 침투 거리는 약 130 mm로서 

LAVA-ICI-1, 2 실험에 비해 다소 길었다. 용융물이 이동함에 따라 ICI 노

즐에 가해지는 열적 부하가 증가하여 환형관 내부에서 용융물의 침투 거리

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19는 LAVA-ICI-4 실험의 ICI 노즐 및 

반응 용기의 중앙 절단 단면의 사진과 파손 위치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4.2.20과 4.2.21은 반구 내부의 온도 변화와 반구 내부에서 전도에 의

한 열속의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반구의 냉각율 및 열속의 변화 등 전반적

인 열적 거동은 LAVA-ICI-1 실험과 유사하 다. 

      (사) LAVA-ICI-5 실험 결과 및 고찰

LAVA-ICI-5 실험은 LAVA-ICI-3 실험의 비교 대상 실험으로서 외벽 냉

각을 수행하지 않는 조건에서 60kg의 Al2O3 용융물을 주입하 다. ICI 노즐

이 용융물의 열적 부하에 의해 붕괴되어 Fe 용융물 속에 존재하 던 

LAVA-ICI-3 실험과는 달리 ICI 노즐이 붕괴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있는 

ICI 노즐의 길이가 112mm로서 원래 길이인 150mm보다 짧았는데 이는 ICI 

노즐 상부가 일부 파손되어 Fe 용융물 층 내부에 용융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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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9 LAVA-ICI-4 실험의 실험용기 중앙 절단 단면 사진과   

           손상 위치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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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0 LAVA-ICI-4 실험의 vessel 내부 온도 변화 

그림 

4.2.21 LAVA-ICI-4 실험의 vessel 내부 열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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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부는 최대 17 mm 정도 용발되었고 반구 내벽은 최대 20 mm 정도 용

발되었다. 환형관 내부에서 용융물의 침투 거리는 205 mm로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중에서 침투 거리가 가장 길었다. 그림 4.2.22는 LAVA-ICI-5 

실험의 ICI 노즐 및 반응 용기의 중앙 절단 단면의 사진과 파손 위치에 대한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4.2.23과 4.2.24는 반구 내부의 온도 변화와 반구 내부에서 전도에 의

한 열속의 변화를 각각 보여준다. 용융물의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 초기

에 반구 내벽에 가해진 열적 부하가 증가하여 반구 내부의 최고 온도가 높

게 측정되었지만 반구의 냉각율 및 열속의 변화 등 전반적인 열적 거동은 

LAVA-ICI-DRY2 실험과 유사하 다. 

    (2) 실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실험 인자로 선정한 원자로용기 하반구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의 환형관 내부에 냉각재 존재 유무, 실험용기 외벽에서 외벽냉각 

수행 여부, 용융물의 질량 증가, 원자로용기 내부 압력, 원자로용기 vessel의 

형태(평판, 20。 경사를 갖는 평판) 등에 대한 향을 중심으로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다.

  

      (가) 환형관 내 냉각수의 향

원자로용기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의 환형관 내부에 냉각재 존재 

유무에 따른 용융물의 침투 거리는 MBF(Modified Bulk Freezing)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MBF 모델은 환형관 내부에 냉각수가 존재하는 경우

는 식 (4.2.2)과 같이 표현되며 환형관 내부에 냉각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는 식 (4.2.3)과 같이 표현된다. 식 (4.2.2)에서 x  는 환형관 내부에 주입되는 

용융물의 면적 분율이며 본 연구에서는 환형관 내부에 용융물이 1/2과 1/4

의 면적 분율을 차지하고 주입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 다. 

Xp
di- dso

 = 0.25⋅Pe
[ ρd { Cp ( Td-Tm)+Ld}-( 1x -1)A]

ρd cp ( Td-Ti)B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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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2 LAVA-ICI-5 실험의 실험용기 중앙 절단 단면 사진과      

              손상 위치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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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3 LAVA-ICI-5 실험의 vessel 내부 온도 변화

그림 4.2.24.  LAVA-ICI-5 실험의 vessel 내부 열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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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
di- dso

 = 0.25⋅Pe
cp [ ( Td-Tm)+Ld]

cp ( Td-Ti)B
   (4.2.3)

표 4.2.4는 환형관 내부에서 용융물 침투 거리에 대한 실험 결과와 MBF 

모델을 이용한 계산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4.2.4를 보면 MBF 모델 계산 

결과에 비해 실험에서 용융물의 침투 거리가 짧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차이는 MBF 모델이 환형관 내부에서 노심 용융물이 모두 고화되었을 

때 용융물의 이동이 정지한다는 가정아래 용융물의 침투 거리를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 측정값과 계산 값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델 계산과 실험 결과 모

두 환형관 내부에 냉각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용융물의 이동 거리가 짧게 나

타났으며 이를 통해 환형관 내부에 냉각수의 존재 유무가 용융물의 침투 거

리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4 관통부를 통한 용융물 이동거리에 대한 해석과 실험 결과 비교

 침투 거리

(cm)

MBF 모델 계산 결과  실험 결과

Dry 조건
 Wet 조건

DRY1 실험 DRY2 실험
 x=1/2 x=1/4

26.4 24.0 19.1 17.1 9.3

      (나) 실험용기 외벽냉각의 향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실험용기 외벽에 대한 냉각 수행 여부는 반구 

내벽과 용접부의 용발 깊이와 반구의 냉각율 등 전반적인 반구의 열적 거동

을 결정하 음을 확인하 다. 외벽냉각을 수행한 LAVA-ICI-1 실험의 경우 

외벽 냉각을 수행하지 않은 LAVA-ICI-DRY2 실험에 비해 반구의 냉각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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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고 반응 용기 내벽의 용발도 적게 나타났다.

외벽 냉각 수행 여부는 반구 외벽의 온도 거동에 직접적인 향을 미쳤

다. 외벽 냉각을 수행하지 않았던 실험에서는 vessel 외벽의 온도가 700 K 

이상의 고온 상태를 계속 유지하 으나 외벽냉각을 수행한 경우에는 반구 

외벽에서 활발한 열 제거가 이루어졌다. 그림 4.2.25는 LAVA-ICI-1 실험에

서 vessel 하단부(외벽에서 4mm 내부) 온도와 냉각수 온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LHV_16 열전대 위치에서는 실험 초기에는 Leidenfrost 온도를 넘어 

부분적인 막 비등(film boiling) 상태를 300초간 보이다가 핵 비등 상태를 유

지하 으며 LHV_24 열전대 위치에서는 핵 비등 상태를 유지하다가 냉각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점에서 부분적인 막 비등 상태를 보인 후 다시 

핵 비등 상태를 나타내었다. 부분적으로 열적 부하가 집중되어 반응 용기 외

벽에서 순간적인 막 비등 상태를 나타내었지만 전체적으로 핵 비등에 의해 

반응 용기 외벽이 효과적으로 냉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25 LAVA-ICI-1 실험의 vessel 외부와 냉각수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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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용기 내부 압력 부하와 vessel의 기하학적 구조 향

본 연구에서는 중대사고 시 저압 사고 경위를 모의하기 위하여 약 10기압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노심 용융물의 열적 부하에 의해 관통부 용접 

물질이 상당 부분 용발되는 경우 반구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 부하는 관통부

를 원자로 용기 외부로 분출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실험용기 내부 압력 

부하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LAVA-ICI-2 실험을 수행하 다. 

LAVA-ICI-2 실험에서는 실험용기 내부의 압력을 약 15기압으로 증가시켰

다. 실험 결과 압력 부하가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여 관통부의 외부 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실험의 경우 용접부가 완전 용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15

기압 정도의 압력 부하는 관통부의 기계적 거동에 미치는 향이 미미한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상사 용융물을 사용한 것과 더불어 실제 사고 조건과 실험 

초기 조건이 일치하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를 모의한 

실험용기의 기하학적 구조이다. 실제 원전에서 원자로 용기 하부는 반구 형

태를 갖지만 본 실험에서는 평판형 실험용기를 사용하 다. 원자로 용기 하

부 반구의 두께와 재질 및 관통부와 용접 물질의 두께와 재질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평판형 실험용기를 사용한 것이다. 열 해석 측면에서는 관

통부 1개를 포함한 원자로 용기 하부 반구의 일 부분을 가정하면 실험에서 

사용한 평판형 실험용기의 구조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사고 조건

에서는 용융물의 재배치 과정 중 용융물이 반구 내벽을 따라 이동하게 되므

로 관통부에 가해지는 열적 부하가 증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원자로 용

기와 같은 반구형 용기와 본 실험에서 사용한 평판형 용기는 용접부가 용발

되어 반구 내부의 압력 부하에 의해 관통부 및 반구가 기계적 변형이 발생

하는 경우 기하학적 형태의 차이로 인해 변형 거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LAVA-ICI-4 실험에서는 실험용기를 

20o 경사지게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용융물이 이동함에 

따라 초기에 용융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열적 부하가 집중되고 관통부 내부

에서 용융물의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용융물이 흘

러가는 것이 관통부 손상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실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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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제작상 실험용기 경사도가 20 o 로 제한되어 용융물이 반구 내벽을 따라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및 경사도가 40 o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

다. 따라서 용융물이 흘러가는 데 대해서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라) 용융물 질량의 향과 상사 용융물 실험의 한계에 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노심 용융물의 상사물로 Al2O3 thermite 용융물을 사용하

다. Al2O3 용융물은 잔열을 모의할 수 없기 때문에 냉각 과정 중에 반구 

내벽에 지속적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Al2O3 용융물의 질량을 60 kg으로 증가시킨 실험을 KNGR 

-ICI-3 실험과 LAVA-ICI-5 실험에서 수행하 다. 실험 결과, LAVA-ICI-3 

실험과 LAVA-ICI-5 실험에서 반구 내벽과 용접부의 용발 깊이가 40 kg의  

Al2O3 용융물을 주입한 실험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접부의 완전 용발과 이에 따른 관통부의 외부 분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냉각 과정에서 평균 열속은 0.3 MW/m
2을 나타내어 다른 실험과 비

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상사 용융물 실험의 경우 포

화 상태에서 반구 내부의 열속 값이 0.3 MW/m2 정도 유지되었지만 용융물

이 많이 냉각되어 반구의 온도도 상당 부분 냉각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

에 열속 값을 기준으로 열적 부하를 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결국  Al2O3 

상사 용융물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는 실제 사고 조건에 상응하는 열속 조

건을 모의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APR1400 원전에서 외벽냉각 수행시 관통부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평가

는 다음 항에서 기술하는 본 상사 용융물 실험 결과에 대한 열응력 해석을 

통해 파손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원전 사고에 대한 검증 해석을 수행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사 용융물을 사용함에 

따른 열적 부하 조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항에서 기술하는 

유도 가열 방법을 이용한 지속가열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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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열 실험내용 및 결과

  가. 실험 개요

Al2O3 thermite 상사 용융물을 이용하여 APR1400 원전에서 중대사고 시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통부 건전성을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한 결과, 상사 용융물로는 실제 사고 조건에서와 같이 반구 내벽에 지속

적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하 다. 그러나 상사 용융

물 실험 결과에 대한 열응력 해석을 통하여 실제 원전 사고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지만 열적 부하에 의한 관통부 파손에 대

한 현상학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관통부 용접부와 반구 내벽에 사고 조건과 

같은 지속 가열을 모의하는 실험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유

도 가열 방법(Induction Heating Method)을 이용한 지속 가열에 의해 관통

부 용접 부위의 파손 가능성에 대한 원자로 용기 외벽 냉각 효과의 검증 실

험을 수행하 다. 동일한 유도 가열 출력 조건에서 외벽 냉각을 수행한 경우

와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2 종류 실험을 수행하 다. 

  

  나.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지속가열 실험에서 vessel과 ICI 노즐의 규격은 기존 thermite 상사 용

융물 실험과 동일하게 설정하 으며, ICI 노즐 내부에 thimble 튜브는 모의

하지 않았다. 상사 용융물 실험에서는 ICI 노즐이 반구 상단부에서 150mm 

높이로 돌출되어 있었으나 지속 가열 실험에서는 용접부와 반구 내벽에 가

해지는 열속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ICI 노즐 상단과 반구 내벽의 상단을 

동일한 높이로 제작하 다. 지속 가열은 유도 가열로를 이용하여 모의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도 가열로의 용량은 5 kHz, 40 kW이고 유도 가

열 코일에서 흑연 가열기(graphite suscepter)를 1차 가열한 후 복사 열전달

에 의해 반응 용기 내부를 가열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그림 4.2.26은 유도 

가열로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유도 가열로는 7 mm 두께의 고 도 흑

연 가열기 외부에 두께 40 mm의 흑연 펠트(graphite felt), 두께 20 mm의 

세라믹 파이버(ceramic fiber)의 단열재를 씌운 형태로서 각 재료에 대한 물

성 자료와 규격은 표 4.2.5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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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7은 지속가열 실험시설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사 용융물 

실험과 같이 저압 사고 경위를 모의하기 위하여 실험용기 내부를 약 10기압

으로 가압하 으며 이를 위해 실험용기를 LAVA 대형 용융물 실험(LMP200 

실험) 장치 내부에 장착하 다. 그림 4.2.28은 LMP200 압력 용기 내부에 설

치한 지속 가열 실험의 실험용기 사진을 보여준다. 

외벽냉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험용기 하부에 냉각수 용기를 장착하 다. 

vessel 외벽과 냉각수 용기 사이의 간격은 100 mm로 설정하 고 반구 외벽

에 수돗물을 강제 대류에 의해 주입하 으며, 냉각수 주입양은 주입관 밸브

를 조절하여 세차례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4.2.29는 외벽냉각 수행시 냉각

수 공급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1/2 inch 직경의 냉각수 주입관을 반구 

하부에서 8mm 정도 공간을 유지하게 설치하 고 1/2 inch 냉각수 배출관을 

반구 하부에 착한 후 배출관 상단에 홈을 가공하여 반구 하부 면에 생성

되는 기포와 주입되는 냉각수를 최대한 배출하 다. 

ICI 노즐과 반구 내부의 온도 거동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하여 깊이 별로 

K형 열전대를 장착하 다. 그림 4.2.30과 4.2.31은 vessel과 ICI 노즐 내부에 

장착한 K형 열전대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vessel과 ICI 노즐의 용발양을 추정하고 열속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전대를 

많이 설치하 다. 실험 수행중에 ICI 노즐과 vessel의 변형은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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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6 유도 가열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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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7 지속가열 실험시설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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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8 LMP200 압력용기 내부에 설치한 지속가열 실험 

                  장치에 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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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9 지속가열 실험에서 외벽냉각 수행시 냉각수 공급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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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0 지속가열 실험장치에 설치한 열전대 위치도 1



- 604 -

그림 4.2.31 지속가열 실험장치에 설치한 열전대 위치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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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 내용

동일한 유도 출력 조건에서 외벽 냉각 수행 여부를 달리하여 2 종류의 실

험을 수행하 다. 표 4.2.6은 지속가열 실험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SUS-DRY 실험은 외벽 냉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유도 가열 방법을 이

용한 지속 가열에 의해 관통부의 용접 부위가 파손되는지를 평가하고자 수

행한 실험이다. SUS-DRY 실험은 유도 가열 출력 변화에 따라 SUS-DRY1 

실험과 SUS-DRY2 실험으로 구분하 다. 그림 4.2.32와 그림 4.2.33은 

SUS-DRY1, 2 실험에서 유도가열 출력 변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SUS-DRY1 실험에서는 최대 출력인 40kW를 공급한 상태에서 2시간 35분

간 가열하 으며, SUS-DRY2 실험에서는 최대 출력을 공급한 상태에서 7시

간 15분간 가열하 다.

   표 4.2.6 지속가열 실험 조건

Test No.
System 

Pressure
Flow Rate EVC

SUS-DRY

1 10.0 bar N/A No

2 10.0 bar N/A No

SUS-EXT

1 10.5 bar 0.152 kg/s Yes

2 10.0 bar 0.118 kg/s Yes

3 12.8 bar 0.047 kg/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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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EXT 실험은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수행한 실험이다. 냉각수는 중

앙 공급수를 강제대류로 반구 하부로 주입하 다. SUS-EXT 실험은 냉각수 

주입양에 따라 SUS-EXT1, 2, 3 실험으로 구분하 다. SUS-EXT 실험에서 

냉각수의 주입 유량은 표 4.5.6에 기술하 다. 그림 4.2.34, 4.2.35, 4.2.36은 

SUS-EXT1, 2, 3 실험에서 유도 가열 출력의 변화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SUS-EXT1 실험에서 가한 유도 가열 출력의 변화는 SUS-DRY1 실험에서

의 유도가열 출력 변화와 동일하게 설정하 다. SUS-EXT2 실험에서는 최

대 출력인 40kW를 공급한 상태에서 1시간 가열하 으며, SUS-EXT3 실험

에서는 최대 출력을 공급한 상태에서 4시간 가열하 다.  

 

그림 4.2.32 SUS-DRY1 실험의 유도 가열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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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3 SUS-DRY2 실험의 유도가열 출력 변화

그림 4.2.34 SUS-EXT1 실험의 유도가열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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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5 SUS-EXT2 실험의 유도가열 출력 변화

 4.2.36 SUS-EXT3 실험의 유도가열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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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실험 결과 및 고찰

반구와 ICI 노즐의 열적 거동 및 반응 용기의 시험 후 관찰 결과를 중심

으로 개별 실험 결과를 정리하 다. 

    (1) 개별 실험 결과 정리

      (가) SUS-DRY 실험 결과 및 고찰

SUS-DRY1 실험과 SUS-DRY2 실험을 통하여 이틀간 유도 가열로를 이

용하여 지속 가열을 수행하 지만 관통부가 압력 용기 외부로 분출되지 않

았다. 그러나 반구 내벽의 용발이 심하게 발생하여 반구 상단부 측면으로 반

구와 ICI 노즐의 용융물이 흘러나왔다. 그림 4.2.37은 실험이 종료된 후 

vessel과 ICI 노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용발된 실험용기의 상단은 비교

적 수평 상태를 이루고 있어서 유도 가열에 의해 반응 용기 상부가 균일하

게 가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발된 용융물은 실험용기의 특정 위치

에 열점(hot pot)을 형성하여 그 부분에서 외부로 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용발된 깊이는 실험용기 상단에서 45mm로서 이는 관통부의 용

접 부분이 모두 용발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통부가 압력 

용기 외부로 분출되지 않았던 것은 ICI 노즐과 반구의 재질이 서로 다르고 

열적 부하에 의해 노즐과 반구가 각각 팽창하여 ICI 노즐의 외부 분출을 방

지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2.38은 SUS-DRY 실험에서 용발된 반응 

용기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4.2.39부터 그림 4.2.42까지는 SUS-DRY1 실험과 SUS-DRY2 실험

에서 측정한 vessel의 온도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39와 4.2.40에서 

vessel 상부에 장착한 열전대(LHV_5, LHV_6, LHV_12 열전대)는 약 5,400 

초경에 온도가 갑자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유도 가열로의 출력을 꾸준히 

증가시켰던 것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서 반구 상부의 용발이 시작되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최대 출력인 40kW로 출력을 증가시킨 후에는 반구가 용발

된 깊이에 설치한 열전대에서 측정한 온도 값이 산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반구 내부가 용융 상태로 변하여 열전대가 파손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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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7 SUS-DRY 실험의 실험후 실험용기 모습에 대한 사진

그림 4.2.38 SUS-DRY 실험 후 실험용기 용발양에 대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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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9 SUS-DRY1 실험에서 시간경과 따른 vessel 내부 온도변화 (1)

그림 4.2.40 SUS-DRY1 실험에서 시간경과 따른 vessel 내부 온도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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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1 SUS-DRY2 실험에서 시간경과 따른 vessel 내부 온도변화 (1)

그림 4.2.42 SUS-DRY2 실험에서 시간경과 따른 vessel 내부 온도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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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3 SUS-DRY1 실험에서 시간경과 따른 vessel 내부 열속변화 (1)

그림 4.2.44 SUS-DRY1 실험에서 시간경과 따른 vessel 내부 열속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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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DRY2 실험에서는 데이터 측정 후 600초경에 최대 출력인 40kW로 

출력을 증가시켰다. 그림 4.2.41을 보면 온도 측정값이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

다가 12,000초경에 50 K 정도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점에

서 용발된 vessel과 ICI 노즐의 용융물이 반응 용기 외부로 분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용융물이 반응 용기 외부로 분출됨에 따라 열전대의 접점이 반응 

용기 상단에 노출되어 온도 측정값이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43과 4.2.44는 SUS-DRY1 실험의 반구 내부에서 전도에 의한 

열속의 변화를 보여준다. 반구 상부에서 최대 0.38 MW/m2의 열속이 측정되

었다. 그러나 반응이 진행되면서 반구 상부는 용발되어 열속을 측정할 수 없

었고 반구가 용발되지 않은 위치인 반구 하부에서 측정된 열속은 안정 단계

에서 평균 0.09 MW/m2의 값을 나타내었다.  

      (나) SUS-EXT 실험 결과 및 고찰

SUS-EXT 실험은 외벽 냉각을 수행하는 경우 유도 가열 방법을 이용한 

지속 가열에 의해 관통부의 용접부가 파손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수행한 실험

이다. 냉각수는 수돗물을 강제 대류에 의해 반구 하부에 주입하 으며 냉각

수의 주입 유량에 따라 SUS-EXT1, SUS-EXT2, SUS-EXT3 실험으로 구

분하 다.

용융된 반응 용기의 상부가 분출되었던 SUS-DRY 실험과는 달리 반응 

용기 상부가 온전하여 용발 깊이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없었으며 반구 내부

의 온도 변화를 근거로 용발 깊이를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림 4.2.45부터 그림  

4.2.50은 SUS-EXT1, 2, 3 실험에서 측정한 vessel의 온도변화를 각각 보여

주고 있다. SUS-EXT1 실험에서 반구 하부 외벽에서 3mm 내부에 장착한 

LHV_1, LHV_7 열전대에서 측정한 온도 변화를 보면 LHV_1 열전대의 경

우 최대 350 K가 측정되었고 LHV_7 열전대에서는 최대 370 K 까지 가열

되었다. 냉각수 주입관 부분인 LHV_1 열전대에서 측정한 온도는 비교적 균

일한 값을 나타낸 반면에 냉각수 배출관 부분인 LHV_7 열전대에서는 반구 

외벽의 온도가 산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냉각수 주입관 위치에서는 냉각수

가 강제 유동에 의해 주입됨으로써 가열 과정 중 균일한 열 제거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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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고 냉각수 배출관 위치에서는 강제 유동 효과가 감소하여 시간에 따라 반

구 외벽의 온도가 다소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반구 표면에서 외벽 냉각

을 수행하지 않았던 SUS-DRY1 실험에서는 LHV_1, LHV_7 열전대에서 

950 K 이상 가열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SUS-EXT1 실험에서는 냉각수의 강

제 유동에 의해 반구 외벽이 효과적으로 냉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45에서 vessel 상부를 나타내는 LHV_6 열전대에서 측정한 온도 

변화를 보면 6000초경에 온도가 순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이 

시점에서 상부 표면의 용발이 시작되었고 9000초경에는 온도 측정값이 산란

하고 LHV_6 열전대와 LHV_5 열전대에서 측정한 온도 값이 동일하게 나타

나서 이 시점에서 LHV_5 열전대 위치까지 vessel이 용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SUS-EXT2 실험에서 측정된 반구의 온도 거동은 SUS-EXT1 실

험에서 측정된 vessel의 온도 거동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냉

각수의 주입 유량을 현저히 낮춘 SUS-EXT3 실험의 경우는 vessel 상부의 

온도 거동은 SUS-EXT1, 2 실험과 유사하 으나 반구 하부인 LHV_1, 2 열

전대 위치에서는 vessel의 온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특히 vessel 하부 외벽

에서 3mm 내부에 장착한 LHV_1, LHV_7 열전대에서 측정한 온도 변화를 

보면 380 ∼ 580 K 사이에서 심하게 산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US-EXT1, 2 실험에 비해 냉각수의 유량이 감소하여 vessel 하부의 온도

가 상승한 것으로 생각되며 냉각수의 강제 유동에 의해 시간에 따라 반구 

외벽의 온도 변화가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4.2.51부터 그림 4.2.54까지는 SUS-EXT1, 2 실험의 반구 내부에서 

전도에 의한 열속의 변화를 보여준다. 반구 상부에서 최대 0.3 MW/m2 이상

의 열속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반응이 진행되면서 반구 상부는 용발되어 열

속을 측정할 수 없었고 반구가 용발되지 않은 위치인 반구 하부에서 측정된 

열속은 안정 단계에서 평균 0.28 MW/m2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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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5 SUS-EXT1 실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vessel 내부 온도변화(1)

그림 4.2.46 SUS-EXT1 실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vessel 내부 온도변화(2)



- 617 -

그림 4.2.47 SUS-EXT2 실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vessel 내부 온도변화(1)

그림 4.2.48 SUS-EXT2 실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vessel 내부 온도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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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9 SUS-EXT3 실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vessel 내부 온도변화(1)

 

그림 4.2.50 SUS-EXT3 실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vessel 내부 온도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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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1 SUS-EXT3 실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vessel 내부 열속변화(1)

그림 4.2.52 SUS-EXT1 실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vessel 내부 열속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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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3 SUS-EXT2 실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vessel 내부 열속변화(1)

그림 4.2.54 SUS-EXT2 실험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vessel 내부 열속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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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 결과 분석

APR1400 원전에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시 관통부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유도 가열로를 이용한 지속 가열 실험을 수행하 다. 외벽냉각 수행 여

부에 따라 SUS-DRY 실험과 SUS-EXT 실험의 2 종류로 구분하여 실험을 

총 5차례 수행하 다. SUS-EXT 실험에서는 외벽에 주입되는 냉각수의 유

량을 달리하여 3가지 경우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유도 가열로의 용량의 

한계로 반구 내벽에 0.4 MW/m2 이상의 열속을 가할 수 없었지만 상사 용

융물 실험과는 달리 0.33 MW/m2의 열속 조건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었다. 

동일한 출력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SUS-DRY1 실험과 SUS-EXT1 실험

의 경우 최대 출력 조건에서 7시간 이상 vessel 내벽을 지속가열할 수 있었

다.

외벽냉각 수행 여부는 반구 내벽과 용접 부위의 용발 깊이를 결정하 다. 

외벽냉각을 하지 않은 SUS-DRY1 실험의 경우는 반구 상단에서 45 mm 까

지 용발이 발생하여 43 mm 두께의 용접 부위가 모두 용발되었다. 그러나 

외벽냉각을 수행한 SUS-EXT1 실험에서는 반구 상단에서 10 mm 까지만 

용발이 발생하 다. 그리고 SUS-EXT1 실험의 경우는 반구 외벽에서 냉각

수의 비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열 제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SUS-DRY1 실험에서는 반구 외벽의 온도가 900 K 이상 가열되었으나 

SUS-EXT1 실험에서는 외벽의 온도가 대기압 상태에서 포화 온도 미만을 

유지하 다. Vessel 외벽에서 측정된 열속값을 보면 외벽 냉각 수행시는 약 

0.28 MW/m
2 이었고 외벽 냉각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약 0.1 MW/m2을 

나타내어 외벽 냉각에 의해 열 제거가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하 다.

외벽냉각을 수행하지 않은 SUS-DRY 실험의 경우 용접 부분이 모두 용

발되었으나 관통부가 압력 용기 외부로 분출되지 않았다. 이는 ICI 노즐과 

반구의 재질이 상이하고 열적 팽창에 의해 노즐과 반구가 착하여 노즐이 

방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는 vessel과 용접부를 평판으로 

모의 하 기 때문에 곡률 반경을 갖는 실제 원전과는 서로 다른 변형 형태

를 보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고 실제 원전 사고 조건

에 대한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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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관통부 건전성 평가 해석

 

1. 열해석 내용 및 결과

APR 1400 원전의 외벽냉각시 원자로용기 관통부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thermite 용융물을 사용한 실험과 유도가열 장치를 이용한 지속가열  

실험결과에 대하여 열적으로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관통부의 건전성 평가 실험은 용융물의 유동, 상변화 열전달, 관

통부의 용융, 외벽 열전달 등 여러 물리적 현상을 수반하고 관통부의 기하학

적 형상도 복잡하다. 이러한 물리적 및 기하학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 다. 본 항에서는 열적 수치해석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기술

하 으며, LILAC 전산코드의 lumped-pool 모델을 이용하여 APR 1400 원전

의 vessel에 대한 열해석을 하여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시 vessel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다.

  가. 수치해법

관통부의 건전성 평가 실험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상

용 열유동 해석 소프트웨어인 FLUENT와 중대사고 해석 전산코드로 개발

하고 있는 LILAC 전산코드를 사용하 다. FLUENT와 LILAC 전산코드는 

비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으로 사

용한다. Boussinesq 가정을 이용하여 부력항의 도를 제외한 다른 항들에

서 도변화를 무시하며, Enthalpy-porosity법을 이용하여 용융물의 고화에 

의한 상변화를 모의한다.

    1) LILAC 코드의 지배방정식 

질량, 운동량 그리고 에너지의 보존방정식을 적분형 일반 방정식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
∂t
⌠
⌡Ω
ρCφrdΩ+ ⌠⌡○ρCφV‧rdA = 

⌠
⌡○Γφ∇φ‧ rdA+

⌠
⌡Ω
SφrdΩ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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ꀏ

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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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φ는 [ 1,u,v,w,T,k,φ ε, ω]이며, C는 변수가 온도 T인 경우만 비열 Cp를 

나타내고 그 외에는 1의 값을 갖는다. 운동량방정식은 직각좌표 속도

(cartesian velocity)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며 엔탈피(enthalpy)로 표현된 에너

지방정식은 온도에 대해 현시적(explicit)으로 표현되었다. 난류방정식은 2-

방정식 모델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k-ε을 사용하는 경우는 φ ε,ω= ε  

이고  k-ω  모델에서는 φ ε,ω= ω  이다.

S φ는 원천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첫 번째 항은 압력구배와 부력 및 열원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항은 점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점성 플럭스로서 

온도에 따른 점도변화, 난류유동의 와점도 등에 의해 발생한다. 세 번째 항

은 용융물의 고화와 같이 상이 변화할 때 발생하는 잠열과 고화된 부분에서 

운동량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2차원 3차원 유동에서는 r이 1이며, 축대칭 

유동인 경우 r은 그 대칭 축(x 혹은 y)을 나타내며 각각에 대한 축대칭 원

천항이 발생한다. 체력항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ρ refg를 압력구배에 첨가함으

로써 p는 압력에 정수압을 포함한 수정압력이 된다. 비압축성 유체에서 

도는 온도만의 함수이며 온도차가 매우 크지 않으면 Boussinesq 가정을 이

용하여 부력항의 도를 제외한 다른 항들에서 도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  

부력항을 체적팽창계수( β)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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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ρ - ρref)g = -βρref(T-Tref)g              (4.3.2)

    2) 에너지 방정식 및 고화 모델 

  용융물의 고화와 같은 상변화를 수반하는 열전달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Voller[4.3-1]의 source-based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고체와 액체가 공

존하는 경우에 고정된 격자를 사용하며 상이 변하면서 발생하는 잠열을 원

천항으로 처리함으로써 상변화를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상변화가 일어나

는 경우 엔탈피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T) = ⌠⌡

T

Tref
CpdT+ f l (T)L= h+ΔH            (4.3.3)

여기서 f l은 수치 셀의 체적에 대한 액체의 분율(liquid fraction)이고 L은 

상변화 잠열을 나타낸다. 현열( h)과 잠열( ΔH)을 포함한 엔탈피 H로 표현된 

에너지 방정식은 식(4.3.4)와 같다.

                  ∂
∂t
(ρH)+

∂
∂xi
(ρuiH)=

∂
∂xi
(k
∂T
∂xi
)              (4.3.4)

∂
∂t
(ρCpT)+

∂
∂x i
(ρuiCpT)=

∂
∂xi
(k
∂T
∂x i
)-[ ∂∂t (ρΔH)+

∂
∂x i
(ρuiΔH)]  (4.3.5)

식(4.3.5)에서 우변의 중괄호 안에 있는 항이 상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엔탈

피 변화량이다. 

               gl = {
1                Tl<T

(T-Ts)/(Tl-Ts)   Ts<T<Tl
0                T<Ts

          (4.3.6)

액분율 g l은 고체상에서 0, 액체상에서 1의 값을 가지며, mushy 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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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3.6)과 같이 액상온도( Tl)와 고상온도( Ts)을 이용한 무차원 값으로 표

현된다. 고화된 역에서의 속도 성분은 0이 되며 수치적으로 운동량방정식

에서 다공매질의 운동량 감쇠항으로 처리한다. 

                           As=C
(1-gl)

2

g
3
l+b

                    (4.3.7) 

상수 C는 morphology와 관련된 값이며 b는 0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막기 위

한 값으로 각각 C=1.6×106과 b=1×10-3을 사용하 다.  

LAVA-ICI-DRY2 실험 경우와 같이 열전달 계수가 서로 다른 고체와 액

체가 같이 존재하는 열전달 문제(conjugate heat transfer)에서 고체와 액체

의 경계에서 열전달 계수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열전달을 정확히 계산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엔탈피로 표현된 에너지 방정식은 열전도 항의 

온도 구배를 어떤 식으로든 엔탈피 구배로 바꾸어야한다. 그러나 온도를 종

속변수로 한 에너지 방정식은 모든 항이 온도로 표현되며 고체와 액체의 경

계에서도 해석 역 내부에서와 마찬가지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다.

           

 ∂
∂t
⌠
⌡Ω
ρCpTrdΩ+

⌠
⌡○ρCpTV‧rdA=

⌠
⌡○k∇T‧rdA+

⌠
⌡Ω
SφrdΩ     

(4.3.8)

식(4.3.8)에서 C p는 비열이고 T는 온도를 나타내며, r은 해석 역이 축대칭

인 경우 대칭축에서의 반경을 의미한다. 비압축성 유동에서 온도차에 의한 

자연대류를 모의하기 위하여 Boussinesq의 가정을 이용하 고, 용융물의 상

변화는 Enthalpy-porosity법으로 모델링하 다. 

수치계산 역은 임의의 모양의 셀로 구성되며 각각의 셀이 바로 검사체

적이 되고 압력과 속도성분을 모두 셀의 중심에 저장하는 셀중심 유한체적

법을 사용하 다. 각 셀은 여러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면의 중심에

서 플럭스를 계산하여 적분한다. 그림 4.3.1은 임의의 검사체적에 대하여 지

배 방정식을 이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하 벡터들을 보여준다. 검사체적 



- 627 -

C0는 C1, C2, C3과 이웃하고 플럭스를 만드는 검사면은 3개로 이루어져 있

다. 적분형 에너지 방정식 (4.3.8)을 검사체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 

(4.3.9)를 얻을 수 있다.

            ρCprΩ
ΔT
Δt

+ ∑
faces
ρCpTV ‧ rA =  ∑

faces
k∇T ‧ rA + S

φ
rΩ      

(4.3.9)

식 (4.3.9)에서 ∑  기호는 검사체적을 구성하는 모든 면을 따라 플럭스를 더

하는 것을 의미한다.

               

oC
1C

2C

3C

A
r

sdr
0rd
r

1rd
r edr

          그림 4.3.1 검사체적과 이산화에 필요한 기하 벡터

대류 플럭스는 유동 방향에 따라 차분하는 2차 정확도의 상류차분법을 사

용하 다. 2차 이상의 고차 해법은 상류 셀에서 해의 구배를 필요로 하며 여

기서는 각 셀에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미리 해의 구배를 구한 뒤 사용한

다. 점성 플럭스는 대류 플럭스와 달리 셀의 적분면에서 해의 구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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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에서는 온도구배)를 알아야한다. 셀 면에서 해의 구배를 얻기 위해서

는 그 면을 중심으로 새로운 검사체적을 구성하는 방법과 격자점에 해를 내

삽하여 국소좌표 변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그 면에 이웃하

는 두 셀에서의 값을 직접 차분하여 해의 구배 중에서 두 셀의 중심을 잇는 

방향으로의 성분을 얻고 나머지 성분은 두 셀에서의 구배 값을 평균하여 얻

는다. 이 방법은 수치적으로 안정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2차 정확도를 얻

을 수 있다. 시간적분으로는 오일러의 후방차분을 이용하 다. 속도장과 압

력장의 분리현상을 막기위하여 Rhie-Chow법[4.3-2]을 이용하여 셀 면에서 

속도를 얻었다. 압력장은 Van Doormaal, Raithby의 SIMPLEC 기법[4.3-3]

을 사용하 다.       

    3) Lumped-pool model 

   원자로용기 하반구 내에 재배치된 용융풀에 의한 vessel의 열적 거동을 

해석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용융풀의 자연대류와 고화 및 vessel의 열전

도를 동시에 해석하는 방법과 실험이나 수치해석으로 얻은 용융풀의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여 vessel의 열전달만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용융 풀은 

붕괴열에 의한 발열량(∼1MW/m3)이 매우 높아서 높은 Rayleigh수(∼1×

10
16) 의 비정상 자연대류를 발생시킨다. 이로 인하여 그림 4.3.2와 같이 원자

로용기 하반구에 형성되는 용융풀의 자연대류를 해석하는 방법은 수치계산

이 매우 어렵거나 많은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반면, 실험이나 수치계산에

서 얻은 열전달 상관식을 이용하여 용융 풀을 lumped-pool로 가정하고 

vessel의 열전달만을 수치계산하는 방법은 원자로 용기의 열적 거동을 파악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다. 

•용융풀의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

Lumped-pool 모델에서는 용융 풀의 자연대류는 모의하지 않고 실험이나 

계산에서 얻어진 상관식을 이용하여 용융 풀의 온도를 계산한다. 용융 풀의 

Rayleigh수는 식(4.3.10)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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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gβρ

2
Cpq

'''
R
5
1

μk
2

                   (4.3.10)

   

R
2

R1
θ

Tp

Vp
cdδ

그림 4.3.2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된 용융풀의 도식적 그림

반구형 풀에서 자연대류에 의한 열전달 계수는 하부면에 대해서 

Mayinger[4.3-4]의 상관식을, 상부면에 대해서는 Kulacki, Emara 등[4.3-5]

의 상관식을 사용하 다.

  Mayinger의 상관식: hd,av=0.55(Ra)
0.2 kp
R 1

                      (4.3.11)

  Kulacki, Emara의 상관식: hu,av=0.345(Ra)
0.226 kp
H

               (4.3.12)

반구의 하부 벽면을 따라 국소 열전달 계수는 Park등[4.3-6]의 식을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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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θ)=hd,av (b 1sin
2
θ+b 2), b 1=

9.12(1- cosθ0)

8-9cosθ0+ cos3θ0
, b 2=0.24    (4.3.13)

Lumped된 용융 풀의 온도는 위의 열전달 계수를 이용하여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Tp는 용융 풀의 온도를, Tm은 용융

물의 녹는 온도를 나타낸다.

                q '''Vp=Adhd,av(Tp-Tm)+Auhu,av(Tp-Tm)              

 

                Tp=
q
'''
Vp+(Ad hd,av+Auhu,av)Tm

hd,av+Auhu,av
              

(4.3.14)

용융풀에서 피막층으로 전달되는 열속은 식(4.3.15)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q''d=hd (Tp-Tm)                      (4.3.15)

•정상상태에서의 피막층 두께(Equilibrium crust thickness)

  그림 4.3.3과 같이 형성되는 도피막층 내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을 고려한 

열전달 방정식은 식(4.3.16)로 표현된다. 

                        q''wi =hd(Tp-Tm)+q
'''
cdδ cd               (4.3.16)

vessel 내벽을 통해 나가는 열속은 피막층의 전도에 의한 것이며 그 지점

에서 온도 구배를 계산하기 위하여 피막층 두께의 절반에 대하여 다시 열전

달 방정식을 쓰면 식(4.3.17)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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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wi = kcd
dTcd
dz

=
q
'''
cd

2
δ cd+

k
δ cd
(Tm-Twi)          (4.3.17)

여기서 Twi는 vessel의 내벽 온도를 의미한다.

            vessel

crust

)( mpd TTh −

wiq ′′

z

그림 4.3.3 원자로용기 하반구에서 피막층을 통한 열전달 

식(4.3.16)과 식(4.3.17)을 일치시키면 다음과 같은 피막층 두께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q
'''
cd

2
δ cd+hd(Tp-Tm)-

k
δ cd
(Tm-Twi)= 0

               q'''cdδ
2
cd+2hd(Tp-Tm)δ cd-2k(Tm-Twi)=0          (4.3.18) 

식(4.3.18)로부터 피막층의 두께를 얻을 수 있다.

      δ cd=
-hd(Tp-Tm)+ [hd (Tp-Tm)]

2
+2kq

'''
cd(Tm-Twi)

q
'''
cd

    (4.3.19)

식(4.3.19)로부터 얻은 피막층의 두께를 식(4.3.16)이나 식(4.3.17)에 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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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vessel 내벽을 통해 vessel로 전달되는 열속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열속

은 LILAC 코드의 경계조건으로 사용된다.

•Vessel에서의 열전달

Vessel에서의 열전달은 LILAC 코드로 모의하며 열전도 방정식 다음과 

같다.

                        ⌠
⌡○k∇T‧rdA=0

                        (4.3.20)

Vessel의 내벽은 피막층과 접하고 있으며, 그 피막층으로부터 주어지는 

열속은 식(4.3.16)으로부터 구해진다. 원자로용기 외벽은 냉각수에 의한 외벽

냉각이 있을 때는 비등곡선을 이용한 냉각조건을 사용한다.

•Vessel의 외벽냉각

핵비등(Nucleate boiling):

핵비등 열속은 Rohsenow의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q''nb=[
Cpf

h fgCsfPr
m ]

1/n

/

ꀎ

ꀚ

︳︳︳︳︳

σ
g(ρ f-ρ g)

μ fh fg

ꀏ

ꀛ

︳︳︳︳︳×(T-Tsat )
1/n       (4.3.21)

여기서 Csf는 0.013, n은 0.33 m은 1을 사용한다.

임계열유속(Critical  heat flux):

Zuber의 임계열속 상관식은 다음과 같다.

                     q ‘’chf=Khfgρ
1/2
g [σg(ρ f-ρ g)]

1/4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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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3.22)에서 Zuber는 K를 π/24(=0.131)을 사용하 고, Kutateladze는 

K=0.16±0.03을 Lienhard는 K=0.149를 사용하 다. El-Genk등[4.3-7]은 열전

달 표면의 기울기에 따른 임계열속의 차이를 고려하여 Zuber의 임계열속 상

관식을 수정하 다.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입계열속은 그림 4.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벽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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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enk correlation with 10K sub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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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원자로용기 외벽의 기울기에 따른 임계열속양 변화 

본 연구에서는 외벽의 기울기에 따라 임계열속은 달라지는 것을 모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관식을 사용하 다.  

                   q ‘’chf=Cchf (θ) hfgρ
1/2
g [σg(ρ f-ρ g)]

1/4

                   Cchf(θ)=0.034+0.0037θ
0.656                    (4.3.23)

식(4.3.23)에서 θ=0은 하향평판(하반구 외벽의 정점)을 θ=90은 수직평판(하

반구의 최상부)을 나타낸다. Ivey, Morris 등은 냉각수의 과냉각도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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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임계열속이 증가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정식을 사용

하 다.

            q ‘’chf=Cchf (θ) hfgρ
1/2
g [σg(ρ f-ρ g)]

1/4
[1+BΔT sub]          (4.3.24)

             B=0.1(
ρ f
ρ g )

0.75

(
Cpf
h fg )

Vessel 외벽의 기울기 효과를 고려한 다른 임계열속 상관식으로는 

Theofanous 등의 ULPU 실험 결과 상관식이 있다.

                q''chf={ 500+13.3θ        θ< 15
o

540+10.7θ    15
o
<θ<90

o
                 (4.3.25) 

막비등(Film boiling):  

막비등에 의한 열유속은 Berenson의 상관식을 사용한다.

q''film=0.425[
g (ρ f-ρg )ρ gk

3
g

μ gΔT σ/g(ρ f-ρ g)
×hfg (1+0.68CpgΔT/hfg)]×ΔT     (4.3.26)

최소 막비등 열속은 Zuber의 상관식으로부더 구한다.

              q''mfilm=0.09ρ gh fg[
σg (ρ f-ρ g )

ρ2f ]
1/4

[
ρ f

(ρ f+ρ g ) ]
1/2

      (4.3.27)

원자로용기 외벽에서 막비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표면 온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복사에 의한 열전달을 무시할 수 없으며, Bromley는 다음과 같은 복

사를 고려한 열전달 상관식을 제안하 다.

           h=hfilm+0.75hrad  , hrad=εσ[
T
4
w-T

4
f

Tw-Tf ]                (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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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hermite 용융물을 사용한 실험의 열해석

Thermite 용융물을 사용한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관통부 건전성 

평가 실험은 전술한 바와 같이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3차례 실험

을 하 으며, 외벽냉각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4차례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열해석에서는 이들 실험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으나 결과가 거의 비슷하

여 주요 실험 1개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 다. 

Thermite 반응에서 40-60 kg의 산화알루미늄(Al2O3) 용융물을 생성하여 

관통부 한 개를 모의한 실험용기 내부로 자유낙하로 주입하 으며, 용기 내

부의 압력은 대부분 10기압이었다. 용기 내부에 밴드형 히터를 부착하여 초

기온도를 약 100 oC까지 상승시켰다.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용기 

수직벽에 장착한 산화마그네슘(MgO)을 내열성은 뛰어나지만 온도에 따른 

열전도 계수가 1.6∼3(W/mK) 정도로 높으며, 비열은 1000 J/kg.K 정도의 

값을 갖는다.      

• LAVA-ICI-DRY2 실험 해석

외벽냉각이 없는 LAVA-ICI-DRY2 실험에 대하여 FLUENT와 LILAC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해석 역은 2차원 축대칭

이며, 용융물의 초기온도는 2500 K이다. 그림 4.3.5에서 보는 것처럼 해석 

역은 많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유체 부분은 산화알루미늄 용융물으로 

채워져 있고 고체부분에서 용기의 바닥과 수직벽은 탄소강이고 수직벽 안쪽

의 단열재는 산화마그네슘이며, ICI 노즐은 인코넬 690으로 제작되었다. 

Thimble 튜브의 외부는 냉각수로, 내부는 공기로 채워져 있다. 단열재 상단

면은 단열조건을 사용하고 그 외 해석 역의 외부 경계는 복사와 대류의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   

  FLUENT 해석 결과

  FLUENT는 상용 열유체 해석도구로 많은 물리모델을 내장하고 있으며, 

AMG라는 다중격자기법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수렴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



- 636 -

히 LAVA-ICI-DRY2와 같이 많은 역과 물질로 구성된 경우 역간의 경

계에서 열전도계수등 물성치가 크게 변하게 된다. 이런 경우 경계에 이웃하

는 검사체적에서 이산화한 방정식의 계수는 값이 차이가 심해져서 해를 구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러나 AMG와 같은 매트릭스 해법은 이런 문제점

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LAVA-ICI-DRY2 실험 

해석에서 ICI 노즐 내부의 공기와 냉각수는 정지유체로 가정하 으며 특히 

냉각수는 포화온도 이상에서도 비등을 무시하 다.    

그림 4.3.6은 FLUENT를 사용하여 얻은 온도장과 고체 액체 경계면을 보

여주는 그림이다. 용융물을 중심으로 단열벽과 용기 바닥은 1차원적인 온도 

분포를 하고 있다. FLUENT에서는 ICI 노즐의 용발을 모의할 수 없으므로 

고온에서도 ICI 노즐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LAVA-ICI-DRY2 실험에서는 총 30개의 열전대를 용기 바닥과 ICI 노즐

에 장착하여 시간에 따른온도 변화를 측정하 다. 그림 4.3.7에서 열전대 13, 

14, 15, 16 위치에서 측정한 온도를 FLUENT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용융

물이 용기에 재배치된 뒤 200 초까지는 계산 결과가 측정값과 잘 일치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많은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ICI 노즐과 용기바닥

의 용발에 의한 열량의 흡수를 모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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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a) 열해석을 위한 해석 역과 경계조건, (b) ICI 노즐 부위의 

          확대 그림

            

                      (a)                (b) 

   그림 4.3.6 FLUENT 계산 결과, (a) 온도 분포, (b) 고화 경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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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시간에 경과에 따라 온도변화에 대한 FLUENT와 실험결과 비교 

          (바닥부터 거리 T/C13: 160mm, T/C14: 145mm, T/C15: 125mm, 

           T/C16: 2mm) 

  LILAC 해석 결과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재배치된 용융물의 냉각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는 LILAC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LAVA-ICI-DRY2 실험

을 해석하 다. LILAC 전산코드는 AMG와 같은 다중격자기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thimble 튜브와 공기 및 냉각수를 포함하여 해석하면 수렴된 

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ICI 노즐 내부가 꽉 찬 것으로 모의하고 계산

하 다. 모든 역에 대해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풀고 용융물 역은 온도차

이에 의한 자연대류 현상을 모의하기 위하여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풀었다. 

용융물의 고화와 용기 및 ICI 노즐의 용융을 고려하기 위하여 상변화에 의

한 잠열을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 첨가하 다. 

그림 4.3.8은 LILAC 전산코드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a)는 

100초 후 고체 액체 경계면(왼쪽)과 온도분포(오른쪽)를 나타낸다. 용융물은 

외부에서부터 고화가 진행되며 ICI 노즐은 용융물과 접한 부분에서 용융되

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b)는 용융물의 고화되지 않은 역에의 유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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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며, 고화된 수직면을 따라 용융물은 하강하고 다시 바닥에서 상승하는 

일반적인 자연대류 현상을 나타낸다. LILAC 전산코드는 현재 자유표면 유

동 모델이 없기 때문에 ICI 노즐의 용융에 의한 용유물의 확산을 모의할 수 

없으나 LAVA-ICI-DRY2 실험의 경우 그림 4.3.8(a)의 고체 액체 경계면에

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화된 산화알루미늄이 ICI 노즐을 완전히 감싸고 잇

기 때문에 ICI 노즐의 용융된 탄소강의 spreading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림 4.3.9는 열전대 13, 14, 15, 16번에서 측정한 온도를 LILAC 전산코드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FLUENT 결과와 달리 200초 이후도 온도 변화가 

실험치와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ICI 노즐이 용융하면서 열량을 흡수하

는 것이 열전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그림 4.3.10, 11, 12는 용기의 바닥면을 통해 흐르는 열속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3.10에서 계산에서 얻은 열속은 열전대 13번 위치를 

포함하는 검사체적의 온도구배를 이용하 으며 실험값은 열전대 13과 14번

의 온도차이를 이용해서 얻은 열속이다. 초반부에는 많은 열량이 용기 바닥

을 가열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상부쪽으로 갈수록 열속이 증가하나 1000초 

정도 지난 후에는 상부와 하부에서 열속이 200 kW/m2으로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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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3.8 LILAC 계산 결과, (a) 100 초 후의 고화 경계면과 온도 분포, 

          (b) 1,000 초 후의 속도장과 고화경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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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9 시간에 경과에 따라 온도변화에 대한 LILAC과 실험결과 비교

          (바닥부터 거리, T/C13: 160 mm, T/C14: 145 mm, T/C15: 125 

          mm, T/C16: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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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0 T/C13 지점에서 LILAC과 실험의 시간에 따른 열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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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 T/C14 지점에서 LILAC과 실험의 시간에 따른 열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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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2 T/C15 지점에서 LILAC과 실험의 시간에 따른 열속 변화



- 643 -

  다. 지속가열을 이용한 관통부 건전성 평가 실험의 해석

APR 1400 원전 원자로용기 하부 관통부는 반구의 최대 약 40o 부근까지 

존재하며, 기존의 열원에 의한 자연대류의 실험으로부터 얻은 상관식을 활용

하면 그 지점에서 최대 열속은 0.3 MW/m2 정도이다. Thermite를 이용한 실

험에서 순간 최대 열속은 1.0 MW/m2 이상 올라가지만 10분이 경과하면 

0.2- 0.3 MW/m2 정도로 열속이 매우 작게 나타났다. 

유도가열 실험에서 열속을 지속하는 시간과 열속의 크기에 따른 관통부의 

열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1차원 해석을 수행하 다. 1차원 전도 방정식

은 해석적인 방법으로도 해를 구할 수 있지만 vessel의 열전도 계수는 온도

에 따라 변하고 관통부 용융에 의한 잠열의 처리,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 복

사 경계조건 등을 고려하여 LILAC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외벽냉각

이 없는 경우에는 복사와 자연대류에 의해 열속이 제거된다고 가정하 으며 

외벽냉각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대기압에서 임계열속

에 가까운 110o의 온도조건을 주었다. 

그림 4.3.13은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에 내벽에 가해지는 열속의 크기에 따

른 vessel의 용융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1차원 해석에서는 내벽에서 0.2 

MW/m2의 열속으로 그림에 점선으로 표시된 관통부 용접부를 완전히 용융

시킬 수 있었다. 그림 4.3.14는 외벽 냉각이 없는 경우 관통부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 Twi은 안쪽 벽면 온도, Tweld는 용접부 끝단에서의 온도, Two는 외

벽 온도를 나타낸다. 열속이 공급된 뒤 약 10,000초가 지나서 관통관의 용접

부가 완전히 용융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15는 외벽냉각이 있는 경우에 vessel의 용융 위치를 나타낸 것으

로, 내벽에 가해지는 열속의 크기가 0.3 MW/m
2
이면 용접부의 절반정도가 

용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0초가 지나

면서 거의 정상상태에 도달하 다. 1차원 예비 계산을 통하여 외벽냉각이 없

는 경우에는 0.3 MW/m2의 열속 크기로 관통부가 완전히 용융되었으며, 외

벽냉각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용접부의 반 정도만이 용융되는 것으로 나타

나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하 고 실험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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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 0.2 MW/m2

   (b)

q"= 0.3 MW/m2

    

그림 4.3.13 외벽 냉각이 없는 경우의 APR 1400 원전 관통부에 용융선에 

           대한 1차원 해석 결과, (a) 0.2 MW/m2 (b) 0.3 M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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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4 외벽 냉각이 없는 경우 APR 1400 관통부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Twi: 안쪽 벽면온도, Tweld: 용접부 끝 온도, Two: 외벽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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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3 MW/m2

그림 4.3.15 외벽 냉각이 있는 경우 APR 1400 원전 관통부의 1차원 해석

           (열속이 0.3MW/m2일 때의 용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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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6 외벽 냉각이 없는 경우 APR 1400 원전 관통부의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Twi: 안쪽 벽면온도, Tweld: 용접부 끝단 온도, 

           Two: 외벽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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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가열장치는 1차측 코일에 고압(1000V) 고주파수(약 5240Hz)의 교류

전류를 부과하고 2차측의 흑연 suscepter는 유도 기전력에 의하여 열을 발

생한다. 발생된 열은 복사에 의해서 관통부 표면에 전달된다. 흑연 

suscepter의 발열량은 35.3 kW 정도로 계산되며 이중 손실을 제외하고 약 

50%의 열이 과통부 표면으로 전달된다고 보면 표면에서의 열속은 약 300 

kW/m2이다. 

그림 4.3.17은 유도가열 실험을 해석하기 위하여 생성한 격자와 경계조건

을 보여준다. 2차원 축대칭으로 모델링하 으며 수직벽은 대기에 노출되어 

있고 흑연 suscepter로부터 복사에 의해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관통부의 내

벽은 균일한 열속 조건을 주었다. 관통부 하부 외벽은 외벽냉각을 하지 않는 

경우는 대기중으로 복사와 대류에 의해 열전달이 되며 외벽냉각을 하는 경

우에는  lumped-pool 모델에서 설명된 비등 상관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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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7 유도가열 실험 해석 역과 경계조건



- 647 -

표 4.3.1과 표 4.3.2는 실험에서 사용한 열전대의 위치에서 온도와 열속을  

계산값과 실험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4.3.18과 19는 관통부의 온도분포와 

용융된 경계를 보여준다. 

SUS-DRY 실험 해석 결과를 보면 열전대 위치에서 온도는 실험치의 

10% 오차범위 내에 있다. 실험값 중에 (?)로 표시된 것은 K형 열전대의 온

도 측정범위인 최대 약 1500 K를 넘어선 값을 나타낸다. 열속은 상부

(LHV6)에서는 300 kW/m2이나 하부(LHV1)에서는 93 kW/m2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림 4.3.18(a)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직 외벽으로 많은 열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3.18(b)는 관통부의 용융 경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용접부가 거의 용융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4.3.2는 SUS-EXT1 실험

의 열전대 위치에서 온도를 비교한 것으로 LHV 2,3,4 지점에서 계산치가 실

험치보나 낮게 나타났다. 그림 4.3.19(b)의 용융선도를 보면 외벽냉각이 있는 

경우 관통부가 용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실험에 사용된 유도 가열장치

는 고온으로 가열된 흑연 suscepter로부터 복사에 의해 관통부 시편 상부면

을 간접 가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통부 상부의 온도가 낮으면 복

사 열전달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외벽냉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외벽냉

각을 한 경우는 상부벽면의 온도가 낮아 복사에 의한 열속이 더 증가할 것

이다.

표 4.3.3은 외벽냉각이 있는 경우 상부에서 열속의 크기를 350 kW/m2를 

주어 계산한 온도 분포를 실험치와 비교한 것이다. 열속이 300 kW/m2인 표

4.3.2보다는 실험치에 좀더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열속이 

350kW/m2에서도 외벽냉각이 있는 경우는 관통부의 용융이 보이지 않았다.

관통부 건전성 평가 실험은 vessel 전체를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관 1

개만을 실험하는 것으로 관통관 시편의 수직면에서 단열이 매우 중요한 문

제 다. 실험에서 수직면을 단열재로 처리하 지만 고온에서의 단열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속가열 실험에서도 계산 결과를 보면 상부에서 공급된 열

속의 많은 부분이 수직 벽면으로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수직벽면을 완전히 

단열로 가정하고 계산한 경우 그림 4.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통부 용접

부의 약 반정도가 용융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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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1 SUS-DRY 실험의 온도와 열속 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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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2 SUS-EXT1실험의 온도와 열속 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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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18 외벽냉각이 없는 경우(SUS-DRY), (a) 온도 분포, 

                (b)관통부 용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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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9 외벽냉각이 있는 경우(SUS_EXT1), (a)온도 분포, 

                  (b)관통부 용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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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3 SUS-EXT1실험의 온도와 열속 분포에 대한 해석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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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0 외벽냉각이 있는 경우 수직벽면을 단열로 처리하 을 때 

               용융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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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시 vessel의 열적 거동 해석

APR 1400 원전 원자로용기 하반구에 노심 용융물이 가득 찬 경우에 대

하여 외벽냉각을 고려한 vessel의 열적 거동을 lumped-pool 모델을 이용하

여 계산하 다. APR 1400 원전 vessel의 내경은 2.37 m, 두께는 16.5 cm이

다. 본 해석에서 노심 용융물은 금속층을 제외한 산화물층만을 고려하 다. 

실제 계산에 사용된 용융물의 물성치는 표 4.3.4와 같다. 이 물성치로부터 계

산된 용융 풀의 Rayleigh수는 7.63×1015이다. Mayinger의 상관식(4.3.89)과 

Park의 반구 내벽 열속분포식(4.3.19)을 이용하여 반구형 풀의 하부 벽면에

서 열전달 계수를 구하면 그림 4.3.21과 같다. 그리고 용융 풀에서 피막층으

로 전달되는 열속은 식(4.3.92)로부터 구하 으며 그림 4.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대 열속은 0.6 MW/m2 정도이다. 

피막층으로부터 vessel의 내벽으로 전달되는 열속은 피막층 내에서의 붕

괴열로 인하여 용융 풀에서 피막층으로 전달되는 열속보다 약간 더 증가했

음을 그림 4.3.23에서 볼 수 있다. 식(4.3.97)로부터 구한 피막층의 두께분포

(그림 4.3.24)를 보면 vessel의 하부에서는 9cm 정도로 두꺼운 반면 상부로 

갈수록 급격히 얇아짐을 알 수 있다. 

        표 4.3.4 Corium의 물성치

      

corium crust unit

pool radius 2.37 [m]

heat source 1.0e6 1.0e6 [m]

melting temperature 2800 [K]

latent heat 2.7e5 [J/kg]

thermal expansion 1.4e-4 [1/K]

viscosity 3.28e-2 [kg/ms]

density 8200     8100 [kg/m^3]

specific heat 470      520 [J/kgK]

conductivity 3.6      8 [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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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1 Mayinger 상관식을 이용한 반구형 풀의 열전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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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 반구형 풀의 열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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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3 피막층에서 vessel의 내벽으로 전달되는 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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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4 Vessel 내벽에 형성된 피막층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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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5는 vessel 내벽의 온도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vessel의 35o 아

래에서는 내벽 온도가 용융점보다 낮다. 그림 4.3.26에서 vessel의 온도분포

를 보면 상부 벽은 약 반 정도가 용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APR 1400 

원전은 관통부가 vessel의 최대 약 40o까지 존재하며 이 지점에서 용융은 

vessel 두께의 약 20% 정도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원자로용기와 관

통부 사이의 용접부 약 50 %가 용융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내부 열속이 

0.3 M/m2인 상태에서 외벽냉각을 수행하면 관통부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7은 vessel 외벽 온도 분포를 보여주며 모든 지점

에서 핵비등에 의한 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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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5 Vessel 내벽의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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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해석 내용 및 결과

전술한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시 관통부 건전성 평가 실

험에서 측정한 실험용기 온도분포를 이용하여 관통부의 변형 양상을 기계해

석 하 다. 이와 같은 기계해석을 수행한 목적은 실험수행을 보조하고, 향후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관통부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방법론을 

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가. 해석 방법

    1) 유한요소 분할 (Meshing)

범용 구조해석 전산코드인 ABAQUS Standard ver.5.7을 사용하여 실험결

과를 분석하고 APR 1400 원전을 해석하는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다. 이 

와 같은 유한요소 해석을 위하여 그림 4.3.28 (a)와 같은 LAVA-ICI 실험장

치 해석용 유한요소 입력모델을 설정하 다. LAVA 실험용기는 1번의 20 

。경사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평판으로 제작하 다. 그러나 실제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하반구는 반구형이다. 따라서 반구형 원자로

용기 하반구를 모의하기 위하여 그림 4.3.28(b)와 같은 유한요소 입력모델을 

설정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로용기 vessel과 ICI 노즐 및 용접부에 각

각 다른 물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요소를 분할하 다. 용접부 바로 아래쪽은 

노즐과 압력용기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압력용기와 노즐, 용접재가 만나

는 삼중점은 기계적 노치 선단의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삼중점

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형상을 갖는 파괴역학 요소분할을 하 다.

    2) 온도 및 기계적 물성 입력

온도 이력은 LAVA-ICI-DRY2, LAVA-ICI-1, LAVA-ICI-3, SUS-DRY, 

SUS-WET2 등 총 다섯 실험에 대하여 ABAQUS 해석을 수행하 다. 복잡

한 요소의 형상 때문에 LAVA-ICI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를 직접 입력할 수

는 없었으므로, LAVA-ICI 실험에서 측정된 일부 온도 값을 이용하여 동일

한 요소 형상에서 예비 열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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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VA-ICI 실험 용기의 노즐부

그림 4.3.28 ABAQUS 해석을 위한 요소분할(meshing) 형상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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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PR 1400 원전 원자로용기 하반구의 노즐부

그림 4.3.28 ABAQUS 해석을 위한 요소분할(meshing) 형상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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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A-ICI 실험에서 측정된 온도 값 중 용기 외벽과 내면 온도를 외삽법

을 이용하여 계산한 후, 이를 예비 열해석에서의 온도 경계조건으로 사용하

다. 예비 열해석 수행 결과의 예를 그림 4.3.29가 보여주고 있으며, 

LAVA-ICI 실험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 예비 

열해석 결과는 기계적 거동 해석에 입력값으로 사용하 다.

  기계적 물성은 인장 특성, 크리프 특성, 열팽창 계수가 각각 입력하 다. 

노즐재의 열팽창 계수는 Inco-Alloy Handbook의 자료를 이용하 으며, 용접

재의 열팽창계수는 노즐재의 것과 같은 값을 입력하 다. 압력용기강의 열팽

창 계수는 참고문헌[4.3-8]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하 다. 각 재료의 열팽창 

계수 입력 값을 그림 4.3.30에 나타내었다.

노즐재와 용접재의 인장 특성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 다.  

공칭응력-공칭변형률 곡선을 진응력-진변형률로 바꾸어 입력하 으며, 이를 

그림 4.3.31에 나타내었다. 압력용기 강재의 인장 특성은 참고문헌[4.3-8]에

서 측정된 값을 사용하 다. 진응력, 진변형률은 응력, 변형률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계산하 다.

                    σ t=σn(1+εn),  ε t= ln (1+εn)                (4.3.29)

σt 와 εt는 각각 진응력, 진변형률을, σn 와 εn는 각각 공칭응력, 공칭

변형률을 나타낸다. 그림 4.3.31의 곡선을 다중선형(multi-linear)으로 바꾸어 

ABAQUS에 입력하 다.

노즐재와 용접재의 크리프 특성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최소크립변형속도

(Minimum Creep Rate, MCR)값을 Baily-Norton식의 형태로 피팅하여 입력

하 다. 압력용기강의 크리프 특성은 참고문헌[4.3-8]에서 측정된 값을 

Baily-Norton식으로 피팅하 다. 아래에 Baily-Norton 식을 나타내었다

[4.3-9].

                           ε'=Aσmexp ( -NT )                     

(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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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9 ABAQUS 온도 입력을 위한 예비 열해석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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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0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열팽창 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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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1 유한요소해석의 인장 물성 입력을 위한 진응력-진변형률 곡선

ε‘은 최소크립변형속도(MCR), σ는 가해진 응력, T는 온도, A, m, N은 

피팅 상수이다. 그림 4.3.32은 피팅 결과를 나타내었다. 노즐재, 용접재, 압력

용기강재의 최소크립 변형속도를 그림 4.3.32(c)에서 서로 비교하 으며, 노

즐재가 가장 크리프 저항성이 높고, 원자로용기 vessel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경계조건

그림 4.3.33(a), (b)에 LAVA 용기와 압력용기에 대한 경계조건을 표시하

다. LAVA 용기에서는 용기의 외벽 끝의 세로방향 변위를 고정시켰으며, 

압력용기강은 반구의 위쪽 끝의 세로방향 변위를 고정시켰다. 내부 압력은 

LAVA-ICI 실험조건과 동일한 1 MPa을 내벽 전체에 일정하게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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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2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크리프 물성입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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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2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크리프 물성입력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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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VA 용기

(b) 압력욕기

그림 4.3.33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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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석 결과

    1) 변형 해석

LAVA-ICI-DRY2, LAVA-ICI-1, LAVA-ICI-3, SUS-DRY, SUS-WET2

의 총 다섯 실험에 대한 노즐의 수직방향 변형양 계산 결과를 그림 4.3.34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동안 노즐 및 압력용기 모두 위쪽 

방향으로 변위가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부 압력에 의한 크리프 

변형으로 노즐부에서 다소간의 사부로의 변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처음의 추

측과 다른 결과 으며, 이는 그림 4.3.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LAVA 용기의 

내부 및 외부의 큰 온도차에 따른 열팽창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LAVA-ICI 실험에서 측정된 노즐부의 수직변위는 대략 수 리미터의 발

생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그림 4.3.35에 보여진 예와 같이 유한요소해

석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더구나 모든 LAVA-ICI 실험에

서의 노즐부 수직 변위는 모두 하부 방향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해석 결과는 주로 위쪽 방향의 변위를 보이는 차이점이 지적되었다. 실제 

LAVA 실험용기는 열차폐제 등의 복잡한 형상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비하여 

유한요소 해석은 용기의 아래부분만 모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경계조건의 

차이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가지의 경계조건을 가정하여 추가 계

산을 수행하 다. 추가의 두가지 경계조건을 그림 4.3.36에 나타내었으며, 각

각에 대한 계산 결과를 그림 4.3.37에 나타내었다. 그림 4.3.37(b)에서는 압력

용기 전체가 약간 아랫방향으로 변위를 보 으나, 노즐부만의 순 변위는 무

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이었으며, 이 같은 다소의 변형양상의 차이는 

용기 하부가 부채꼴 모양의 변형이 일어날 수 없는 외벽 경계조건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계조건에 의해 노즐 변위량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하 으며, 계산상의 오류는 없음을 확인하 다.

실험에서 측정된 변위의 시간에 대한 변화 양상으로 보아, 실험에서 발생

한 소량의 변형이 고온 크리프에 의한 변형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내부 압력에 의한 크리프 변형이라면, 시간에 대해 비교적 일정한 기울기로 

변위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비해, 실험에서 측정된 변위는 대부분 시험 시작 

초기에 발생하는 변형이며, 이는 크리프에 의한 변형으로 볼 수 없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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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험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큰 양의 온도 구배에 의한 열팽창량 차이에 

의한 변형이나 기타 제반 실험 환경에 기인한 소량의 변형 양상으로 추측되

며, 그 밖에도 유한요소해석에서 고려하기 힘든 용접잔류응력 등의 효과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험 결과에서도 시간에 따른 일정한 속도의 변형이 발

생하지 않아 고려할 만한 양의 크리프 변형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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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VA-ICI-DRY2

그림 4.3.34 LAVA 실험 변형 해석 결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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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AVA-ICI-3

그림 4.3.34 LAVA 실험 변형 해석 결과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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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US-EXT2

그림 4.3.34 LAVA 실험 변형 해석 결과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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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5 열팽창량 차이로 인한 LAVA 실험 용기의 변형 특성

       

(a) 1 점 고정 경계                (b) 외벽 전체 고정 경계

그림 4.3.36 추가 계산을 위해 가정된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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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벽 전체 고정 결계

그림 4.3.37 경계조건을 바꾼 재계산에서 노즐부 수직 변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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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력해석

LAVA-ICI 실험용기에서의 응력분포 및 동일 조건의 원자로용기에서의 

응력분포를 계산하 다. 그림 4.3.3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노즐재와 용접

재의 경계면을 응력분포 고려 대상으로 하 으며, 이 위치에서의 응력분포를 

그림 4.3.39에 비교하 다. 각 응력요소의 방향 1, 2, 3은 그림 4.3.38에 정의

된 바와 같다. LAVA 용기 및 원자로 압력용기 두 경우 모두 두께방향의 

온도구배로 인한 열응력의 간섭으로 매우 복잡한 응력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LAVA 용기의 변형 해석 결과 나타난 복잡한 변형 양상은 이 같은 

복잡한 열응력의 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열응력은 변위제어

의 2차 응력으로 본 경우에서는 용기의 파손에 기여하는 양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내부 압력에 의한 1차 응력 효과만을 고려하기 위해 열팽창이 없다고 가

정하여 재계산을 수행하 으며, 이를 그림 4.3.40에 나타내었다. 응력이 집중

되는 노치 선단부를 제외하면, LAVA 용기의 경우 두께방향으로 비교적 응

력이 일정하며, hoop stress(s11, s33)와 shear stress(s12) 모두 그 양이 매

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동일 온도 및 압력조건에서 원자로 압력용기

에서는 hoop stress가 shear stress보다 월등히 크며, LAVA 용기의 경우에 

비해서 10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shear stress는 LAVA 용기의 경

우와 원자로 압력용기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LAVA 실험 용

기의 경우, 원자로 압력용기와 같은 반구 형태가 아니었으며, 반구형태의 내

압 조건에서 나타나는 hoop stress가 형성될 수 없는 형상을 갖고 있는 것

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노즐재와 용접재 경계부에서 von Mises stress의 크기와 분포 형상을 그

림 4.3.41에 나타내었다. von Mises stress는 널리 다축 응력상태에서의 유

효응력을 계산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σ eff=
[ (σ1-σ2)

2+(σ2-σ3)
2+(σ3-σ1)

2]

2
          (4.3.31)

  σeff 는 von Mises effective stress를, σ1, σ2, σ3은 각각 세 방향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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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principal stress)을 나타낸다.

위치에 따른 von Mises stress의 크기를 그림 4.3.41에 나타내었다. 

LAVA의 경우에 비해 압력용기강의 경우가 훨씬 큰 유효응력을 받고 있음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구형의 형상으로 인해 생

기는 hoop stress, 또는 반구형으로 인한 변형이 구속(constraint)이 그 원인

일 것으로 판단된다.        

TMI-2 VIP의 계산 방식에 따라 용접재와 노즐재의 경계부에서의 유효응

력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τw=
p iπ r

2
0

2πLw
=
pir 0
2Lw

 ,   σ e= 3τw                 (4.3.32)

  여기서, τw는 노즐부에 작용되는 전단응력, pi는 압력용기의 내부압력, r0

는 노즐의 외경, Lw는 용접부의 두께, σe는 전단응력에 의해 노즐부에 작용

되는 유효응력을 나타낸다. 계산 결과 유효응력은 약 0.87 MPa으로 예측되

었으며, 이는 LAVA 용기의 경우와 거의 일치하 으며, 압력용기 경우보다 

약 10배 작은 값으로서 TMI-2 VIP의 예측방법이 원자로 압력용기 노즐의 

크리프 파손에 대해 매우 비보수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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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8 응력 분포 모니터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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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9 LAVA 형상 및 원자로용기 형상에서의 노즐부 응력 분포

              (열응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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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0 LAVA 형상 및 원자로용기 형상에서의 노즐부 응력 분포       

           (열응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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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1 LAVA 형상 및 원자로용기 형상에서의 노즐부 유효응력 분포 

           (열응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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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팽창 효과 해석

LAVA-SUS 실험에서 유도가열을 이용한 지속가열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그림 4.3.42와 같이 LAVA 용기의 용접부가 완전히 용융되었다. 그럼에도 불

고하고 내압에 의한 노즐의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노즐과 압력용

기의 열팽창 현상에 의한 것일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을 원자력연구소에서 

제기하 다. 이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열팽창 거동을 확인하 다.  

열팽창에 의한 접촉을 유한요소해석에서 추가로 고려하 으며, 해석 결과

를 그림 4.3.43에 나타내었다. 그림 4.3.43(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즐과 압

력용기의 접촉예상 지점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그림 4.3.43(b) 와 (c)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LAVA 용기의 경우 노즐이 열팽창하여 

압력용기에 완전히 접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 LAVA-SUS 실험에서

도 열팽창에 의한 접촉이 일어났으며, 접촉마찰에 의해 노즐 방출이 방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림 4.3.43(c)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 온도 및 

압력 조건에서도 원자로 압력용기 형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반구 형상의 특성으로 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1
6
5

45

Ablation Line

그림 4.3.42 SUS-DRY 실험에서 발생한 용융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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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원자로용기

그림 4.3.43 열팽창 효과로 인한 노즐부와 원자로용기부의 접촉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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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PR 1400 원전 원자로용기 관통부의 노즐부 파손시간 해석

  APR 1400 원전의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하반구 관통부 역의 파손시간 

해석을 TMI-2 VIP model과 Larson-Miler Parameter (LMP)를 이용한 간

단한 단순계산을 통하여 수행하 다. 온도 조건은 핵비등에 의한 외벽 냉각 

조건이며, 전체 온도 분포는 참고문헌[4.3-0]을 사용하 다. 본 해석에서 사

용한 TMI-2 model은 다음과 같다.

                 τw=
p iπ r

2
0

2πLw
=
pir 0
2Lw

 ,   σ e= 3τw               (4.3.33)

위 식에서, τw는 노즐부에 작용되는 전단응력, pi는 압력용기의 내부압력, r0

는 노즐의 외경, Lw는 용접부의 두께, σe는 전단응력에 의해 노즐부에 작용

되는 유효응력을 나타낸다. 기초물성 측정 시험과 참고자료를 통해 입수한 

노즐재, 용접재, 압력용기강의 LMP 특성은 아래와 같다.

                   LMP=37.4805-3.12126log(σ)                 (4.3.34)

                   LMP=35.9013-2.93242log(σ)

                   LMP=33.3018-2.85714log(σ)

  여기서 σ는 유효응력, LMP는 Larson-Miler Parameter를 각각 나타낸다.

각 응력조건에서 구해진 LMP를 아래의 LMP 관계식에 대입하여 파손시간

을 예측하 다.

                     LMP=
T
1000

(K+log( t r))                    (4.3.35)

  여기에서 T는 단위가 Kelvin인 온도이며, K는 재료상수로서 본 연구에서 

20을 사용하 다. tr은 단위가 시간인 파단시간이다.

  상기의 절차를 이용하여 파단시간을 예측하 지만, 이는 앞서의 유한요소

해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반구의 hoop stress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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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보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효 응력을 계산함에 있어 

hoop stress의 항을 추가하여 계산하는 절차를 수립하 으며, 이때 유효 응

력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LMP 상관식에 대입하 다.

  σ eff=
[ (σ11-σ22)

2+(σ22-σ33)
2+(σ33-σ11)

2+6(τ12+τ23+τ32)]

2
  (4.3.36)

  위 식에서, σeff 는 von Mises effective stress를, σ11, σ22, σ33, τ12, τ

23, τ31은 각각 세 방향의 normal stress 및 shear stress를 나타낸다.

  상기의 절차대로 APR1400 원전의 중대사고시 노즐부의 파손시간을 계산

하 으나 이 같은 단순한 모델로는 신뢰성 있는 노즐부의 파손 시간을 예측

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신뢰성 있는 노즐부 파손시간 예측 모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TMI-2 VIP model 및 hoop stress를 고려한 

modified TMI-2 VIP model을 이용하여 파손 시간을 계산하 다.   

  원자로용기의 온도에 따른 파손 시간 계산 결과를 그림 4.3.44가 보여주고 

있다. 유효 응력에 shear stress만을 고려한 것을 TMI-2 VIP model로 표시

하 으며, hoop stress도 함께 고려한 것을 modified TMI-2 VIP model로 

표시하 다.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는 위치별로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

로, 노즐 위치별로 원자로용기 하반구 하부 기점으로 부터의 각도로서 나타

내어 파손시간을 계산하 다. 계산 결과는 그림 4.3.45가 보여주고 있다.

  계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oop stress를 고려한 경우가 hoop stress

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파손시간이 훨씬 짧게 예측되었다. Hoop 

stress가 고려된 계산 모형의 경우, 노즐 용접부의 기계적 노치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주위의 두꺼운 압력용기의 존재로 인한 변형의 구속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중제어 파손(load controlled fracture)이 일어난다고 가정하

다. 따라서 TMI-2 VIP model은 비보수성을 modified TMI-2 VIP model

은 보수성을 갖는 결과를 예측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원

자로용기 측의 용접부가 노즐부의 용접부에 비하여 파손시간이 짧게 예측되

었다. 따라서 노즐 파손은 저합금강측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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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즐 용접부 파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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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자로용기 용접부 파손 가정

그림 4.3.44 온도와 압력에 따른 용접부 크리프 파손 시간 해석

              (TMI-2 VIP model 및 modified TMI-2 VIP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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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즐 용접부 파손 가정 (TMI-2 VI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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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노즐 용접부 파손 가정 (modified TMI-2 VIP model)

그림 4.3.45 노즐 위치와 압력에 따른 노즐 용접부 크리프 파손시간 해석 

          (a), (b)(TMI-2 VIP model 및 modified TMI-2 VIP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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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원자로용기 용접부 파손 가정 (TMI-2 VIP model)

0 2 4 6 8 10
10-5

100

105

1010

1015

1020

1x1025

1x1030

1035

1x1040

From bottom
 0o

 4o

 8o

 12o

 16o

 20o

 24o

 28o

 32o

 
 

Fa
ilu

re
 ti

m
e 

[h
ou

r]

Internal pressure [MPa]

(d) 원자로용기 용접부 파손 가정 (modified TMI-2 VIP model)

그림 4.3.45 노즐 위치와 압력에 따른 노즐 용접부 크리프 파손시간 해석

            (c), (d)(TMI-2 VIP model 및 modified TMI-2 VIP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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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관통부 건전성 연구결과 종합 고찰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시 ICI 노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부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과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실험은 Thermite 반응으로 생성되는 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실험과 유도가열로를 사용하는 지속가열 실험으로 분리하여 수행하 다. 실

험결과를 검증하고 APR1400 원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LILAC과 FLUENT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열해석을 수행하 고 ABAQUS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기계해석을 수행하 다. 

산화알루미늄 용융물 사용 실험결과,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의 환

형공간 내에 있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와 외벽냉각은 관통부를 통하여 

용융물이 누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은 vessel과 용접부 용발을 크게 감소시켜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이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중요 중대사고 완화방안임을 확인하

다. 용융물의 질량을 증가한 경우와 vessel을 20。 경사지게 제작한 경우

는 열속이 증가되고 용융물이 관통부를 흘러내렸기 때문에 관통부를 포함한 

원자로용기를 많이 손상시켰으나 압력증가는 관통부 손상에 큰 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essel과 관통부에 대한 지속가열 실험수행 결과,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내벽의 열속이 약 0.35 MW/m2인 상태에서 용융된 

vessel과 ICI 노즐 물질이 옆으로 흘러나왔고 실험 후 관측 결과, 용접부가 

완전 용융하 으나 ICI 노즐의 열팽창 때문에 관통부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

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시 외벽에 주입되는 냉각재 유량을 0.152 kg/s, 

0.118 kg/s, 0.047 kg/s로 변화시킨 결과, 냉각재 주입 유량이 큰 경우는 외

벽에서 냉각이 잘되어 핵비등 이하에서 안정되었고 냉각재 질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외벽에서 막비등 형태를 보 으나 용접부는 약 20 mm 정도 밖에 

용발되지 않아 관통부 누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외벽냉각을 수행한 경우

에는 내부 열속 0.35 MW/m2인 상태에서도 용접부는 많이 용융되지 않아 

관통부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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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AC과 FLUENT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용융물 사용 실험과 지속가열 

실험 결과를 검증하 으며, APR1400 원전을 해석하 다. LiLAC 전산코드 

FLUENT 전산코드 계산결과는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실험결과와 해석

모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APR 1400 원전 원자로용기 하부 관통

부는 반구의 최대 약 40o 부근까지 존재하며, 기존의 열원에 의한 자연대류 

실험으로부터 얻은 상관식을 활용하면 그 지점에서 최대 열속은 0.3 

MW/m2 정도이다. 이에 대하여 LILAC 전산코드 해석결과, 외벽냉각을 수

행하면 용접부가 약 40 % 용융되어 관통부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ICI 노즐 주변의 

응력을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응력은 깊이방향의 온도구배로 인한 열응력

에 지배받고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시 ICI 노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부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과 해석 연구 결과를 종합하

면 원자로용기 내부 열속이 원자로용기 하부로부터 40o 부근의 열속이 최대 

0.35 MW/m2 이하일 때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수행하면 관통부가 건전성

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열속은 원자로용기 내부의 노심용융물 배치에 

따라 0.4 MW/m2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용융물의 흘러내림 등의 향 

평가도 APR 1400 원전의 관통부의 최고위치 경사도가 40
o 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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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차세대 원자로 중대사고 설계쟁점 현안 평가

제 1 절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캐비티 성능분석 기술개발 및 

        설계평가 

  1. 연구 개요

 

   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발전소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설계기준사고

를 설정하고 이러한 사고 시에도 원자로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TMI-2 및 체르노빌 사고는 이러한 설계기준사고를 초과하는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었다. 그리고 침체되어 가는 원자력 산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각 국에서는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최우선 목

표로 설정하 고, 중대사고의 방지 및 완화 방안들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 다. 특히 중대사고 완화 대책의 마련은 차세대 경수로 개

발에서 추구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설계 방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항목 중에서 원자로

용기 외벽냉각을 통한 노심용융물 억제 (IVR-EVC; In-Vessel Retention 

through External Vessel Cooling, 노외침수냉각방안)와 캐비티(Reactor 

Cavity, 캐비티) 설계는 핵심적인 기술 분야로서 부상되었다.

노외 침수냉각에 대한 연구는 성공할 경우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내에 

안전하게 억제될 수 있으며, 증기폭발, 노심용융물과 콘크리트 반응(MCCI: 

Molten Core Concrete Interaction), 핵분열생성물 거동 등의 복잡한 노외 현

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OECD/NEA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5.1-1, 5.1-2]. 현재, Loviisa와 AP600과 같은 소용량 원전에서

는 IVR-EVC 방안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해석적인 연

구 및 실험적인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5.1-3 - 5.1-6]. 특히, 위의 두 원

전에서는 Theofanous 교수 등[5.1.7]이 제안한 위험도기반사고해석방법론

(Risk Oriented Accident Analysis methodology; ROAAM)을 이용하여 종합



- 688 -

적인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 으며, 그 수행 결과 IVR-EVC 방안은 위험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APR-1400에 대한 

IVR-EVC 방안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수행되

어 왔다[5-1.7].

본 연구에서는 APR-1400 IVR-EVC 방안의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 필요

한 외벽에서의 임계열유속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임계열유속 자료와 임계열

유속 상관식 등을 생산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중대사고에 대비한 캐비티 설계 개선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형 경수로 개발 사업에서 활발하게 추구되고 있는 분야이며, 다방면

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개량형 경수로에 대한 미국 EPRI의 사업자 요건

에서는 캐비티 내에서 노심용융물이 충분히 퍼질 수 있는 바닥 면적의 제공 

및 노심용융물 냉각을 위한 냉각수원의 제공 등을 고려하여 캐비티를 설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1-8]. ABB-CE사를 중심으로 개발된 System 80+에

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Framatome과 Siemens의 합작회사

인 NPI에서 개발 중인 유럽형 가압경수로(EPR)에서도 노심파편층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는 바닥 면적과 냉각수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다[5.1-9, 

5.1-10]. 이와 같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개량형 경수로에서는 대부분 넓은 캐

비티 바닥 면적과 충분한 냉각수 공급 보장을 기본 요건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원자로용기 파손시 하부 헤드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의 이동을 억제

하고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노심 받침(Core Catcher) 개념들도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미국 ORNL에서 연구 중인 

COMSORS는 캐비티 하부에 유리구조물을 두어 흘러내려오는 노심용융물을 

유리화하는 개념이며[5.1-11], 독일의 KfK에서는 COMET 노심 받침 개념을 

연구 중인데, 하부로부터 주입되는 냉각수에 의한 노심용융물의 파편화 성질

을 이용하고 있다[5.1-12]. 이탈리아 ENEL에서 개발한 LIRA에서는 다중의 

흑연층에 의해 노심 용융물의 이동을 억제하면서 냉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고 있다[5.1-13]. 이러한 노심 받침 개념들은 중대 사고 완화를 위한 매력적

인 방안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실제 발전소에의 적용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과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연구 개발은 비교적 활발한 수준이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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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설계에의 적용성 측면에서 평가할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설

계 개선 방향 또는 방법론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국내에서 개발되는 APR-1400의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 결과

들의 적용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최대한 활용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는 독자적 또는 국제 공동으로 이론적·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캐비티 설계 개선은 중대사고에 대비한 안전성 증진 측면에서 개량형 차

세대 경수로 개발의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이 

현재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수행되고는 있으나, 연구 결과들이 산재되어 있

고, 또한 원자로 또는 원전 설계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체 연구로 보완하여, 한국에서 개발되는 차세대 가압경수로의 고유

한 설계 특성에 맞는 캐비티 성능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할 경우 설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차세대 경수로의 중대사고 방지 및 완화 설비 설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나.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 개발의 목적은 차세대 가압경수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캐비

티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아울러 캐비티 설계의 타당성

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 다. 

▶ 캐비티 성능 분석 기술 개발

-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EVC) 관련 비등 열전달 현상 연구 

- EVC 적용 타당성 평가 방법론 체계 개발

- 노심 용융물 냉각 기술 분석

▶ APR-1400 캐비티 설계 평가

- APR-1400 캐비티 설계 평가

- Core Catcher 적용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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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자로용기 외벽냉각(EVC)관련 비등 열전달 현상 연구

   가. 비가열 실험 방법론 개발

    (1) 개요

중대사고시 외벽냉각 상황을 모사하는 실험, 임계열유속 실험, 자연순환 

실험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가열실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규모 

가열 실험의 경우 가열하는 데 있어서 가열용량이 커서 실험 규모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복잡한 구조를 가진 시편의 경우 균일한 가열 혹은 원하는 열

유속 분포로 가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또한, 실험 규모가 커지고, 가열 장

치를 장착하는 등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가열실험(증기-물 시스템)을 비가열 실험

(공기-물) 시스템으로 모사하는 실험 방법론을 개발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론은 Macrolayer 두께와 기포이탈빈도를 측정하여 임계열유속 

상황을 감지하는 방법론으로서 기본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일차

적인 검증작업으로서 소형 평판에 대한 모사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법은 기본적으로 수조비등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유동비등 

등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실험 방법

 (가) 비등 모사 방법

실제 가열 실험에서 비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열 시편의 표면에서 기포

가 생성된다는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가열 시편의 표면에 있는 활동성 핵생

성 지점(Active Nucleation Site)에서 증기 기포가 생성되어 이들 기포들이 

융합되고 쪼개지는 등 상호작용을 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가열 상황을 공기-물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사하기 위하여 일차적

으로 핵생성 지점을 모사할 수 있도록 평판에 핵생성 지점의 도와 동일한 

간격의 구멍을 뚫어 그 구멍들을 통해 공기를 흘려 기포가 생성되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수조비등에 적용이 가능한 핵성성 지점 도에 관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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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사용하여 구멍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 으며, 구멍의 직경은 구멍사이의 

거리에 비해 작은 크기로 결정하여 구멍 크기가 향을 크게 미치지 않도록 

하 다.

공기-물 시스템에서는 공기의 응축이 무시할 만한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가열 사황에서는 포화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포화조건(주입되는 열량이 

모두 물의 기화에 사용된다는 가정 하에서 부피 계산)에서 가열면에서 생성

되는 증기 양과 동일한 부피의 공기를 구멍들을 통해서 주입하여 가열 상황

을 모사하 다. 공기의 체적 유량을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V ̇ =  qappAheater
h fg ρ g

       (5.1.1)

위에서 V̇  는 공기의 체적 유량, qapp는 가열상황에서 주어지는 열유속, 

Aheater는 가열시편의 면적, hfg는 물의 기화엔탈피, ρg는 증기의 도이다.

실험을 통해 육안 관찰한 결과 실제 비등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기포가 

생성되었으며, Macrolayer 두께 측정과 임계열유속 측정 결과도 실제 비등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개략도는 그림 

5.1.1과 같다.

Air
Source

Water
Pool

Probe
Plate

Driving
Machine

Flow
Measur

e

Signal 
Processing

Circuit

A/D Converter

Digital Data 
Processing

(PC)

그림 5.1.1 비가열실험 장치 개략도

 (나) Macrolayer 및 기포이탈빈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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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면을 모사하는 평판에 뚫린 무수한 구멍을 통해 방출되는 기포는 바

로 인접한 구멍에서 방출되는 기포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뭉쳐져서 궁극적

으로 큰 기포를 생성하게 된다. 이때 큰 기포 아래 부분에는 물이 존재하게 

되며, 이 물층의 평균 두께가 바로 Macrolayer 두께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Macrolayer 두께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도탐침(Conduction Probe)을 

사용하여 기포분율(Void Fraction)의 공간에 따른 분포를 측정하고 이 분포

로부터 Macrolayer 두께를 도출하 다. 실험에 사용된 탐침의 개략도는 그림 

5.1.2에 나와 있다. 기포이탈빈도(Bubble Departure Frequency)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평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기포가 지나가는 빈도를 측

정해서 이를 기포이탈 빈도로 사용하 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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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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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

m

0
.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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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Teplon Coating

Epoxy

Epoxy

그림 5.1.2 전도 탐침의 개략도

 (다) 임계열유속 측정 방법

Macrolayer에 존재하는 물이 모두 기화되기 이전에 상부에 생성된 거대 

기포가 표면으로부터 이탈될 경우 다시 물이 Macrolayer로 침투되어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지만 만약 거대기포가 이탈되기 이전에 Macrolayer에 

존재하던 물이 모두 기화될 경우에는 가열면에 건조한 역(Dry Spot)이 발

생되어 이 부분으로부터 열전달이 저하되어 임계열유속 현상이 발생하게 된

다. 즉, Macrolayer가 고갈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기포가 생성되어 이탈하

기까지의 시간이 같아지는 시점에서 임계열유속이 발생되게 되며, 이를 수식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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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ry =δ l ρ l h fg (1-α)f     (5.1.2)

전도탐침을 사용해서 얻어진 Macrolayer 두께( δ l)와 기포이탈빈도( f)로부

터 현재 생성된 Macrolayer를 고갈시킬 수 있는 열유속( q dry)을 구할 수 있

으며, 이 열유속이 주입된 공기 체적유량에 상응하는 열유속( q app) 보다 크

면 아직 임계열유속 상황이 발생된 것이 아니다. 즉, 실제 시편에 가해진 열

유속으로는 현재 형성된 Macrolayer를 기포 이탈 이전에 고갈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임계열유속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q app가 q dry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면 실제 시편에 가해진 열유속이 현재 생성된 Macrolayer를 기포 

이탈 이전에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계열유속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약하면 비가열 모사 실험에서는 가해진 열유속(가해진 공기 유량)이 측

정된 Macrolayer를 기포 이탈 이전에 고갈시킬 수 있게 되는 시점을 찾아서 

이때 가해진 열유속을 주어진 조건에서의 임계열유속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3) 검증 실험

 (가) 실험 방법과 조건

실험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핵생성 지점을 모사하는 무수한 구

멍이 뚫린 평판에 공기를 주입해서 표면에서 생성되는 Macrolayer 두께와 

기포이탈 빈도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임계열유속 조건을 만족하는 열유속을 

찾는 실험이다.

검증 실험에서는 시편의 크기, 구멍의 크기, 구멍 간격, 구멍 사이의 격자

구조 등을 바꾸어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자세한 실험 조건은 표 5.1.1에 나

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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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1 비가열 실험 조건

번  호
시편 직경

[mm]

구멍 간격

[mm]

구멍 직경

[mm]
격자 구조

I 25 1.0 0.3 사각형

II 30 1.0 0.3 사각형

III 40 1.0 0.3 사각형

IV 30 1.0 0.2 사각형

V 30 1.0 0.2 삼각형

VI 30 1.5 0.2 사각형

 (나) 실험 결과

  ① 육안 관찰

그림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편의 표면으로부터 생성된 작은 기포들

이 인접한 것들끼리 점차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버섯 모양을 가진 1개의 대

형 기포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에서 사용한 시편의 직경이 25 ∼ 

40 mm 정도로 작은 시편이기 때문에 표면에서 생성되는 대형 기포가 1개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며, 시편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된다면 다수의 대형 기포

가 표면으로부터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열유속이 낮은 역에서는 인접한 기포들끼리의 융합이 미미하여 매끈한 

버섯 모양의 대형 기포 형태를 보이지 않다가 임계열유속에 근접한 조건(대

기압에서의 포화 수조 비등에서의 임계열유속은 약 1.1 ∼ 1.3 MW/m
2 정도)

에서는 완전한 버섯 모양의 대형 기포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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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kW/m
2

1300 kW/m
2

1560 kW/m
2

1690 kW/m
2

그림 5.1.3 비가열실험의 기포 형태

  ② 기포분율 분포, Macrolayer 두께, 기포이탈 빈도

기포가 생성되는 사이트의 중간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평균적인 기포분율

을 측정하 다. 시편 표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기포분율의 분포를 그림 5.1.4

에서 그림 5.1.9까지가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포분율은 

표면 근처에서 아주 낮은 값(10% 이하)을 유지하다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

이 나타나게 된다. 즉, 표면 근처에는 물이 대부분인 역이 있는데 이 역

이 Macrolayer에 해당하는 역이 된다. 실험에서는 표면근처의 기포분율 변

화의 기울기와 증가하는 부분의 기울기를 사용하여 교차점의 두께를 

Macrolayer 두께로 정의하 다. 즉, 기포분율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하는 

경계 값을 Macrolayer 두께로 정의하 다.

대부분 Macrolayer 두께는 100 마이크로미터 전후의 값이 나왔으며, 열유

속(실험에서는 공기의 주입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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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그림 5.1.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유속의 증가에 따라 Macrolayer 

두께는 감소하게 되며, 가열실험을 통하거나 가열실험을 전제로 개발된 상관

식 들의 예측 경향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비가열 실험을 통

해 측정된 Macrolayer 두께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시편의 직경을 변화시킨 경우(그림 5.1.4, 5.1.5, 5.1.6 비교)에는 기포 거동

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으며,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Macrolayer 두께가 약

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핵생성 지점의 도를 변화시킨 경우(그림 5.1.9와 그림 5.1.4, 5.1.5, 5.1.6, 

5.1.7, 5.1.8)를 비교해 보았을 때 특이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기가 배출되는 구멍의 직경을 변화시킨 경우(그림, 5.1.4, 5.1.5, 5.1.6과 

그림 5.1.7, 5.1.8, 5.1.9)에도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Macrolayer 두께

도 큰 변화가 없었다.

구멍의 배열을 바꾼 경우(그림 5.1.8과 나머지 경우)에도 큰 변화가 관찰

되지는 않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Macrolayer 두께가 감

소하는 경향은 확실히 나타났으며, 기타 조건의 변화는 큰 향을 주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기포이탈 빈도는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그림 

5.1.11). 그러나, 변화량은 1 Hz 정도로 크지 않았다. Haramura & Katto가 

개발한 기포이탈 빈도 상관식 등 기타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있어서도 상향 

평판에 있어서 기포이탈 빈도는 열유속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비가열 실험의 경향이 가열 실험의 경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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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4 기포분율 분포 (D=25 mm, P=1.0mm, Hole 

                   Dia.=0.3mm, squar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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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5 기포분율 분포(D=30 mm, P=1.0mm, 

                    Hole Dia.=0.3mm, squar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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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6 기포분율 분포(D=40 mm, P=1.0mm, 

                   Hole Dia.=0.3mm, squar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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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7 기포분율 분포(D=30 mm, P=1.0mm, 

                   Hole Dia.=0.2mm, square array)



- 699 -

0.01 0.1 1 10

10

20

30

40

50

60

70

80

90
650 kW/m 2

(0.5 CHF)
δ = 155 µm

Vo
id

 F
ra

ct
io

n

D istance [mm]
0.01 0.1 1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897 kW/m2

(0.69 CHF)
δ = 100 µm

Vo
id

 F
ra

ct
io

n

D istance [mm]

0.01 0.1 1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1300 kW/m2

(1.0 CHF)
δ = 95 µm

Vo
id

 F
ra

ct
io

n

D istance [mm]
0.01 0.1 1 10

0

10

20

30

40

50

60

70

80
1781 kW/m 2

(1.37 CHF)
δ = 85 µm

Vo
id

 F
ra

ct
io

n

D istance [mm]

        그림 5.1.8 기포분율 분포(D=30 mm, P=1.0mm, 

                  Hole Dia.=0.2mm, triangular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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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1.9 기포분율 분포(D=30 mm, P=1.5mm, 

                   Hole Dia.=0.2mm, square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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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0 열유속에 따른 Macrolayer 두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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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 열유속에 따른 기포이탈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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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임계열유속 예측

식 5.1.2에서 Macrolayer 두께, 기포이탈빈도, 기포분율 등이 주어지면 열

유속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계산되는 열유속이 계산에 사용된 조건 하에

서 Macrolayer를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유속(포화조건이며, 주어진 열유속

은 기화에만 사용된다는 가정 하에) 보다 크거나 같다면 임계열유속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즉, 주어진 열유속이 충분히 커서 큰 기포가 이탈되어 시편 

표면에 물이 공급되기 이전에 Macrolayer가 모두 증발해서 임계열유속이 발

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하에 임계열유속을 예측한 결과가 그림 5.1.12에 나타나있다. 

그림 5.1.12의 그래프에서 ▲로 표시된 것이 식 5.1.2에 의해 계산된 열유속

이며, ■가 주어진 열유속이다. 이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임계열유속 

조건이 생성되는 것이다. ●로 표시된 것은 식 5.1.2에서 기포분율을 0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참고 값이다.

계산 결과에 의하면 대략 1100 ∼ 1600 kW/m2 정도에서 임계열유속 조건

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향 평판에 대한 대기압 하에서 

물을 사용한 포화 수조 비등에서의 임계열유속은 1100 ∼ 1300 kW/m2 정도

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비가열 실험을 통해서 예측된 임계열유

속이 실제 가열실험의 임계열유속과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된 파라메터 들의 경향(Macrolayer 두께, 기포이탈 빈도 등) 또한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열실험에 대한 비가열 모사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한 비가열실험은 물-공기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물-증기 시스템과의 좀 더 자세한 상사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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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2 Macrolayer 두께와 기포이탈 빈도를 이용한 임계열유속 예측

다. IVR-EVC 관련 CHF 예측 상관식 개발

외벽냉각에 대한 상관식 개발에 필요한 실험 데이터들로는 ULPU 실험 

데이터[5.1.4]와 SULTAN 실험 데이터가 실제 규모에 해당하는 실험데이터

들이다. 이들 실험들을 통해 개발된 상관식이 있으나, ULPU 실험의 경우 냉

각수 유료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 밖에 없어서 ULPU 상관식 형태의 상관식

은 다양한 설계 변수를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며, SULTAN 실험 상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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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데이터와 비교 분석이 없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유량조건과 유로조건에서 실험 데이터

를 토대로 만들어진 SULTAN 상관식[5.1-1, 5.1-14]을 ULPU 실험에 적용하

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 다. 즉, 새로운 형태의 실험상관식 개발은 실험데이

터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상관식 중 가장 유용한 형태

(다양한 유량/유로 조건에 적용 가능)인 SULTAN 상관식의 적용가능성과 

그 한계를 파악하여 설계 평가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 다.

SULTAN 상관식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qCHF =A 0(s,P,G)+A 1(s,G)⋅x+A 2(s)⋅x
2

+A 3(s,P,G,x)⋅Θ+A 4(s,P,G,x)⋅Θ
2

        (5.1.3)

A 0= b 0+b 1s lnG+b 2/P
2+b 3G+b 4s/P+b 5s/P

2+b 6P( lnG)
2

A 1= b 7( lnG)
2+b 8s lnG, A 2= b 9s

A 3= b 10( lnG)
2+b 11sP+b 12x lnG, 

A 4= b 13P+b 14 lnG+b 15x+b 16s

b0 = 0.65444, b1 = -1.2018, b2 = -0.008388, b3 = 0.000179, 

b4 = 1.36899, b5 = -0.077415, b6 = 0.024967, b7 = -0.086511,

b8 = -4.49425, b9 = 9.28489, b10 = -0.0066169, b11 =11.62546,

b12 = 0.855759,b13 = -1.74177, b14 = 0.182895, b15 = -1.8898,

b16 = 2.2636.

qCHF : CHF [MW/m2]

P    : Pressure [MPa]

G    : Mass Velocity [kg/m
2s]

x    : Local Thermodynamic Quality

s    : Gap [m]

Θ    : sin θ (Inclination above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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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TAN 상관식[5.1-1, 5.1-14]은 ULPU-II 및 SBLB[5.1-4, 5.1-5]의 실

험 데이터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낮은 유량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예측하고 있다. 표 5.1.2는 SULTAN 실험 상

관식을 사용해서 ULPU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이다.

APR-1400 대안 평가에서는 SULTAN 상관식을 사용하여 원자로용기 외

벽에서의 CHF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질량 유

량(G < 100 kg/m2s)에 대해 높게 예측하는 문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

며, 0.8 수준의 보정 인자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펌프에 의해 강제로 제공되거나 재순환 회로를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순환 유량이 ULPU-II 실험 조건과 유사할 경우에는 Theofanous 등의 상관

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ULPU-II 조건에 상응하는 APR-1400 순환 유량은 

약 800 kg/s임.)

표 5.1.2 SULTAN 실험 상관식을 이용한  ULPU 실험 결과의 예측

실

험

명

Channel 

Area

P

(kPa)

G

(kg/m2s)
X

CHF

(kW/m2)

SULTAN

s = 23.75 cm

SULTAN

s = 15 cm

Prediction

(kW/m
2
)
P/M

Prediction

(kW/m
2
)
P/M

SF-1 23.75 

x 

16.25 

cm

157.7

207.3 -0.0107

1617

1617

1579

1811

1.120

1.120

1.147

1503

0.940

0.940

0.963

Z48A

203.6

203.6

94.0

-0.0111

-0.0099

-0.0002

1480(H)

1622(H)

1263(M)

1814

1808

1835

1.226

1.115

1.453

1504

1500

1466

1.016

0.925

1.161

   라. 임계열유속 실험장치를 사용한 외벽냉각 CHF 측정

    (1) 실험 개요

APR-1400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반경 2.5m)를 실제 규모로 모사할 수 있

는 2차원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임계열유속과 유동 특성을 연구하 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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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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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3 원자로 외벽 CHF 실험장치 개략도

    (2) 실험 장치

APR-1400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반경 2.5m)를 실제 규모로 모사할 수 있

는 2차원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임계열유속과 유동 특성을 연구하 다.

실험시편(그림 5.1.14)은 가열면 폭 0.1 m, 길이 약 4 m(곡률반경 2.5 m), 

채널 깊이 0.15 m의 2차원 실제규모 시편이며, 펌프를 사용하여 유량을 변화

시키면서 90도 부근(하부헤드의 최고 상부, 금속층 효과가 나타나는 역)의 

임계열유속을 측정하 다. 실험시편에 부가되는 열유속의 분포는 그림 5.1.15

와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 약 30 MW의 붕괴열을 모사

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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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4 원자로 외벽 CHF 실험장치 실험시편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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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5 KAIST 외벽 CHF 실험 열유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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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 결과

그림 5.1.16은 90도 부근에 대한 측정 결과를 동일한 조건의 ULPU 실험

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KAIST와 ULPU 실험 조건의 차이는 표 5.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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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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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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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6 유량 조건에 따른 CHF 데이터와 ULPU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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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원자로 외벽 CHF 실험과 ULPU 실험 비교

원자로 외벽 CHF 실험 ULPU 실험

냉각 채널 형태 10 cm  × 15 cm 16.25 cm × 23.75 cm

입구 과냉도 약 10∼15 ℃ 약 10∼15 ℃

가열면 재질 스테인리스스틸 구리 & 스테인리스스틸

순환 방식 강제순환(펌프 사용) 자연순환

저유속 역 (100 kg/m2sec 이하)에서는 ULPU 보다 본 실험결과가 약간 

작은 값을 보 으며, 고유속 조건에서는 ULPU와 차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ULPU와 본 실험장치 특유의 유동특성(자연순환 

vs 강제순환, 실험장치 유로의 크기 차이 등)이 달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

인다.

저유속 조건에서는 유로 전반에 걸쳐서 급격한 비등이 발생하 고 유로 

내부에서의 자연순환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동

의 진동(짧은 시간동안 유동이 주기적으로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임계열유속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유동의 진동 간격이 약

간 감소하는 현상이 일부 발생하 다.

고유속 조건에서는 시편 상부 약 1 m 정도에서만 급격한 비등이 발생하

으며, 유로 내부에서의 자연순환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임계열유속이 

가까워지면서 유동의 진동(짧은 시간동안 유동이 주기적으로 정지되는 현상) 

주기가 짧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임계열유속이 발생하는 위치는 주로 가열면의 끝부분(실험시편의 끝부분) 

이었으며, 좌우와 중앙 모두에서 발생하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채널의 좌

우에서 유속이 감소하는 향은 임계열유속 발생에 미치는 향이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다.



- 709 -

  3. EVC 적용 타당성 평가 방법론 체계 개발

   가. EVC 적용 타당성 평가 방법론 현황 분석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ROAAM과 

같은 결정론적-확률론적 접근법과 확률론적인 접근방법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중대사고시 원자로 캐비티를 침수시쳐 손상된 노심을 용기내에 가두

는 IVR-EVC (In-Vessel Retention through External Vessel Cooling)을 

APR-1400과 같은 대용량 가압경수로에 적용시킬 경우 AP600(600MWe)과 

Loviisa(465MWe)원전과 같은 소용량 원전의 경우처럼 ROAAM을 직접 적

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사고 완화 설비의 경우 그

러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APR-1400의 

IVR-EVC 성능평가의 목적은 모든 사고 시나리오에 걸쳐 엄격히 증명되는 

것보다 EVC에 의하여 완화가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의해 다음과 같이 APR-1400의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IVR-EVC의 최적추정성공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다.

 나. 확률론적 타당성 평가 방법론 개발

    (1) 방법론 개요

미국의 AP-600과 핀란드의 Loviisa 발전소의 경우 열출력 도가 낮기 때

문에 Theofanous 등[5.1.3]이 제안한 ROAAM 방법론을 통해 원자로용기 외

벽에서의 CHF 발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가능했으

나, APR-1400의 경우 열출력 도가 높기 때문에 ROAAM 방법론을 통해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CHF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 확률론적 접근을 통해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성공 확률을 평가하여 정

량적인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방법론을 제안하

게 되었다(그림 5.1.17 참조).



- 710 -

Level -1 
PSACHF 

Data Base

CHF correlation
and uncertainty

Analysis of 
Scenario 1

Analysis of
Scenario 2

P1 P2 Pi

Determine limiting
time & location: t, θ

Determine the probability of qwall < qCHF at 
limiting time & location(t, θ) : P(Safe|P1)

P(Safe|P2) P(Safe|Pi)

Overall success probability of 
IVR-EVC for KNGR

Psafe = Σ Pi x P(Safe|Pi)i

qwall & 
distribution

qCHF 
& distn.

Level -1 
PSA

Level -1 
PSACHF 

Data Base
CHF 

Data Base

CHF correlation
and uncertainty
CHF correlation
and uncertainty

Analysis of 
Scenario 1
Analysis of 
Scenario 1

Analysis of
Scenario 2
Analysis of
Scenario 2

P1 P2 Pi

Determine limiting
time & location: t, θ

Determine the probability of qwall < qCHF at 
limiting time & location(t, θ) : P(Safe|P1)

Determine the probability of qwall < qCHF at 
limiting time & location(t, θ) : P(Safe|P1)

P(Safe|P2) P(Safe|Pi)

Overall success probability of 
IVR-EVC for KNGR

Psafe = Σ Pi x P(Safe|Pi)i

qwall & 
distribution

qCHF 
& distn.

그림 5.1.17 확률론적 IVR-EVC 성공 확률 계산 방법론 체계

 

  

θ

q"CHF

그림 5.1.18 각도에 따른 임계열유속 분포

pdf
 

 

q"wall

그림 5.1.19 제한조건(Limiting Condition)에서 외벽 열유속의 확률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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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0 외벽 열유속 확률분포와 임계열유속 확률분포의 비교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CHF Data Base를 통해 CHF 상관식의 불확실도를 

계산하고(그림 5.1.18, 5.1.19) 상관식 예측치와 특정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중대사고 해석을 통해 얻어진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열유속을 비교해서 가

장 심각한 지점을 찾아내고(그림 5.1.20), 가장 심각한 지점(위치, 시간)에서

의 외벽냉각 성공율(열유속이 CHF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을 심각한 사고 시나리오 순서대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외벽냉각 성공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그림 5.1.17 참조).

그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임계열유속 상관식과 그 불확실성 계산

외벽에서의 임계열유속을 예측하는 상관식의 정확도는 외벽냉각 성공확률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상관식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자료들로는 Theofanous 등의 ULPU 실험 결과, Cheung 등의 SBLB 실험 

결과[5.1-4, 5.1-5], Rouge 등의 SULTAN 실험결과[5.1.14] 등이 있다.

AP600 등에 적용하기 위한 보수적인 상관식은 ULPU 실험에서 개발된 

바 있지만 최적계산(Best Estimation)에 사용할 수 있는 상관식이 개발된 적

은 없다. 유량조건, 시편 구조 등에 따라 임계열유속이 향을 받기는 하지

만 현재까지 가용한 실험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최적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상관식을 도출하 다(그림 5.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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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1 예제 계산에 사용한 임계열유속 분포

● 2단계 : 중대사고 시나리오별 성공확률 계산

발전소에 대한 PSA를 수행하게 되면 사고 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의 발

생빈도가 계산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시나리오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성

공확률을 계산하고 그 특정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을 곱해주면 특정시나리

오 발생시 외벽냉각 성공확률이 계산되게 된다.

특정 시나리오를 발생빈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수행하여 모든 

시나리오(이상적으로는 모든 시나리오 이지만 실제 적용할 때에는 상위 80% 

혹은 90% 등으로 스크린 할 수도 있다)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면 된다.

특정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중대사고 해석 코드 등을 사용하여 

중대사고 상황을 모사하고 외벽에 가해지는 열유속을 시간과 위치에 따라 

계산하게 된다.

다음은 계산된 열유속과 임계열유속의 비(계산 열유속/임계열유속)가 가장 

큰 시간과 위치를 찾으면 제한조건(Limiting Condition)을 찾을 수 있다(그림 

5.1.22 참조). MAAP과 같은 일반적인 중대사고 해석코드는 외벽냉각 해석 

전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제한조건(시간, 위치) 하에서 실제 외벽 열유속을 다시 조정하여 자세히 계

산하여 정확한 제한 조건(시간, 위치, 열유속)을 계산한다(그림 5.1.23 참조).

제한 조건에서의 열유속 분포를 계산한 뒤, 이 분포와 임계열유속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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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으로 비교하여 임계열유속이 더 클 확률, 즉 외벽냉각이 성공할 확률

을 구한다.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계산된 성공확률을 모두 더하면 전체적인 

성공확률이 계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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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2 MAAP을 사용한 LLOCA-5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외벽 열유속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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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3 외벽 열유속을 임계열유속으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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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제 계산

위의 방법론에 따라 울진 3&4호기(표준형 원자로, APR-1400에 대한 PSA 

자료가 없기 때문에 PSA 자료가 있는 고출력 원자로를 대상 원전으로 설정

하 다)에 대한 예제 계산을 수행하 다.

계산 절차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을 따라 수행했으며, 외벽에서의 열유

속, 특히 금속층에서의 열유속 계산시 가장 민감한 향을 주는 금속층의 녹

는점은 보수적으로 그림 5.1.24와 같은 균일 분포로 가정하고 계산하 다.

예제 계산을 수행한 결과(표 5.1.4) 불확실성 분석을 통한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 성공확률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성공확률은 의사

결정의 정량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melt (metal) ]2[W/mt),(iwall,q" θ1600 K 1700 K

pdf pdf

그림 5.1.24 금속층에서의 외벽 열유속 분포 계산시 사용한 확률분포

표 5.1.4 울진 3&4호기에 대한 예제 계산 결과

시나리오
CDFi

[/yr]

Pi =

CDFi / SCDF

P(safe|Pi) = 

P(q"w < q"CHF)

Pi x

P(safe|Pi)

LB LOCA 1.05E-06 12.73% 0.015% 0.0019%

MB LOCA 6.33E-07 7.67% 98.4% 7.55%

SB LOCA 1.86E-06 22.55% 100% 22.55%

...... ...... ...... ...... a1

...... ...... ...... ...... ......

...... ...... ...... ...... an

Total 1.00 100.00 % ......
30.10 % + a1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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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APR-1400 캐비티 설계 평가

   가. 노심 용융물 냉각 기술 분석

원자로용기 파손으로 노심용융물이 캐비티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노심용

융물이 냉각이 되려면 용융물과 냉각수와의 경계면(파편층 또는 각질층)에서 

열유속이 건조열유속(DHF) 이하이고,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서의 용융물 온

도가 콘크리트 분해온도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비티에서의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과 관련된 주요 현안으로는 노심용융

물 질량 및 열부하, 노심용융물 형태 및 캐비티내 분산, 노심용융물 상부에

서의 건조열유속, 냉각수 주입 방법 및 시점, 바닥 침식 메커니즘 및 격납건

물 건전성 향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

었다.

∙노심파편층에서의 건조열유속(DHF): 80년대까지 소규모 실험[5.1-15]

∙CCI 및 냉각성에 대한 대규모 실험: MACE실험(EPRI)

∙증기 폭발: 소규모 실험 및 해석

∙Critical Pool Depth 개념이 제안됨[5.1-16]

∙OECD-NEA에서 노심파편층 냉각과 CCI에 관한 기술보고서작성[5.1-16]

현재 캐비티에서 재배치되는 노심용융물에 있어 현상학적 불확실성이 크

며 캐비티에서의 현상이 매우 복잡하여 현안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전망이다. 따라서 비용-효과를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관

련 불확실성 및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나. APR-1400 캐비티 설계 평가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의 실제적인 적용시 캐비티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는 항목을 선정하고, 현재 기술 수준 및 APR-1400의 캐비티 설계를 

바탕으로 선정된 항목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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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캐비티 바닥 면적

APR-1400의 캐비티 바닥 면적은 Sump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EPRI 요건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ump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만족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ystem 80+에 대한 NRC 검토 사항에서

도 나타났듯이, 이러한 정량적인 면적 요건의 만족보다는 현재 APR-1400의 

캐비티 설계를 유지하면서 캐비티가 노심용융물의 퍼짐에 방해가 되지 않도

록, 그리고 캐비티 바닥 면적이 최대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CPD(Critical Pool Depth)

CPD는 전도만으로도 노심파편층 상부에 존재하는 냉각수로 열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CPD와 관련하여 단순 계산을 수행하여 보았다. APR-1400

의 경우 OECD에서 제안된 10 cm의 CPD와 EPRI에 의해 제안되는 원자로 

캐비티 바닥 면적을 고려한다면, 사고 발생 이후 약 3 시간 정도의 시점(0.8 

MW/m3을 이용하 음)에서 원자로 캐비티에서 재배치되는 노심용융물의 부

피가 8.3 m3 이하인 경우에 전도 열전달으로도 노심파편층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붕괴열이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LBLOCA 및 SGTR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노심파편층의 높이를 

계산하 으며, 노심파편층은 캐비티 바닥에서 충분히 퍼진다는 가정을 이용

하 다. 계산 결과 두 경우 모두 CPD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연적인 

전도만으로 냉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캐비티 침수 계통

APR-1400에 대하여 IVR-EVC 방안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냉각수 

량을 계산하여 보았다. APR-1400의 캐비티 도면을 바탕으로 하여 캐비티 

자유 체적을 계산한 결과, 원자로용기의 고온관/저온관 중앙 부분까지 캐비

티를 침수시키는데 필요한 냉각수량은 약 200,000 Gallon인 것으로 파악되었

다. 고온관/저온관 중앙 부분까지 캐비티를 침수시키는데 Spray Pump(용량: 

5000 gpm)또는 Fire Pump(용량: 1500 gpm)를 이용하는 경우, 1대의 Spray 

Pump 정도의 용량만으로도 한 시간 이내 필요 수위까지 충분히 침수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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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APR-1400의 경우에는 냉각수 재순환 유

로가 형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캐비티 침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냉각수 주

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콘크리트 재질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는 현무질 콘크리토와 석회질 콘

크리트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현무질 콘크리트는 노심용융물과 반응할 경

우 석회질 콘크리트에 비해 비응축성 기체를 적게 생성하기 때문에 중대사

고 대처, 특히 격납용기 과압 보호 차원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만, 콘크리트 침식율이 크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콘

크리트 침식은 캐비티 조건에 따라 침식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되었

는데, System 80+의 경우 Dry Cavity일 때 최대 2.5 m 까지 콘크리트 침식

이 발행하지만, Wet Cavity인 경우 콘크리트의 침식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R-1400의 경우 현무질 콘크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축 방향 콘크

리트 침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캐비티를 이전 침수시킬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침식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Core Catcher 적용 타당성 평가

    (1) Core Catcher 개념 연구 현황

원자로용기 파손시 하부 헤드로 방출되는 노심용융물의 이동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한 노심 받침(Core Catcher) 개념들도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미국 ORNL에서 연구 중인 

COMSORS에서는 캐비티 하부에 유리구조물을 두어 흘러내려오는 노심용융

물을 유리화하는 개념이며[5.1-11], 독일의 KfK에서는 COMET 노심 받침 

개념을 연구 중인데, 하부로부터 주입되는 냉각수에 의한 노심용융물의 파편

화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5.1-18, 5.1-19]. 이탈리아 ENEL에서 개발한 LIRA

에서는 다중의 흑연층에 의해 노심 용융물의 이동을 억제하면서 냉각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SCORE 개념, 5.1-13]. 이 개념 또한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매력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실제 발전소에의 적용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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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는외벽냉

각 효율을 증진시키는 한편 원자로용기 파손 시 Core Catcher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COASISO 개념을 제안하 으며, 제반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는 상황이다[5.1-20].

현재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Core Catcher 개념들은 고압 시나리오나 원자

로용기 하부헤드 대파단의 확률을 무시하고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고압노심

용융물 방출 시나리오나 원자로용기 하부헤드의 전반적인 파손에는 부적합

한 개념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설계 개념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고 확률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KfK 설계에서는 원자로용기 내부의 격렬한 증기 폭

발, 고압노심용융물방출,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전반적인 파손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Core Catcher 특허에서는 원자로용기 하부헤드

의 전반적인 파손을 대비하여 가벼운 지지격자를 설치하기도 하고, 충격파를 

금속 기둥이 흡수하도록 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격납용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기 폭발은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념들이 노심의 일정 분율이 한번에 흘러내리는 단일 노심용융물 방출

(Unique Corium Release)을 가정하 지만, 이러한 경우가 조금씩 여러 번 

불규칙하게 흘러내리는 것 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

았기 때문에 보수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노심용융물이 원자로용기 내에서 Core Catcher으로 이동하

는 중간 단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노

심용융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시각 결정이 상당히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부분의 Core Catcher 설계에서 용융 노심의 조성이 균일하다

고 가정하고, 경계 조건을 어림하고 준정상상태 계산(Quasi Steady 

Calculation)을 하 는데, 이는 중간 상태(용융노심이 방출되어서 수집될 때

까지)와 준정상 상태(용융노심이 Core Catcher에 저장되어 있는 동안)에서의 

핵분열 생성물의 누출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2) Core Catcher의 APR-1400 적용 타당성 평가

APR-1400은 격납용기 건전성 확보를 위한 Post-Flooding을 기본 전략으

로 하고 있다. 노심용융이 발생하고, 원자로용기가 파손된 상황에서 캐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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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냉각수를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모터로 구동되는 밸브를 개방하여 캐비티

로 IRWST의 냉각수를 주입하는 방법(능동 시스템)과 Fusible Plug을 사용

하여 노심용융물의 열로 인해 플러그가 용융 개방되면 IRWST의 냉각수가 

중력에 의해 캐비티로 주입되는 방식(피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주요 국가에서 연구하고 있는 Core Catcher의 개념들과 이들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개괄적으로 나타내면 표 5.1.5와 같다.

APR1400의 캐비티 구조와 냉각수 주입 전략 등을 고려하 을 때, 

COMET 개념과 COMSOR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단한 구조로서 캐비티의 기타 구조물에 향을 주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Core Catcher의 개념을 개발하 다(그림 5.1.25 참조). 작은 

크기의 물통 여러 개를 다층으로 적층해서 용융물이 대량의 냉각수와 직접 

접촉하는 기회를 최대한 차단하여 증기폭발의 가능성은 최대한 줄이면서 냉

각수를 사용해서 직접냉각하여 냉각효율도 최대한 증대시키는 개념이다. 그

림 5.1.25에서 1.1은 냉각수 통을 지칭한다. 냉각수 통은 작은 크기(100 리터 

이하의 용량)로서 외벽은 금속 성분으로서 용융물이 닿았을 때 용융되면서 

내부의 물과 용융물이 직접 접촉하여 냉각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용융믈의 

양은 최소 수 톤에 달하지만 한번에 접촉하는 냉각수의 양은 수백 kg에 불

과하여 증기폭발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반면 냉각수와 직접 접촉하

여 냉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효율은 증대될 수 있다. 또한, 냉각수 통을 

기울어지게 쌓아서 축방향으로만 침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용융물이 

골고루 퍼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1.2와 같은 방벽을 쌓아서 정

상운전시 Sump(1.5)에 모이는 물과 격리하거나 별도의 냉각수 풀을 형성할 

수 있으며 IRWST 등에서 냉각수를 주입할 수 있다(1.4).

  5. 결과 고찰

   가.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EVC) 관련 비등 열전달 현상 연구

국내외 관련 연구 정보 수집 및 분석: 국내외 관련 정보를 대체로 파악하

으며, 본 과제를 통해 수행할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자

료로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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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주요 국가에서 연구하고 있는 Core Catcher의 개념

국

가 
개      념 연구기관 적용 타당성

프

랑

스

Multi-crucible Core 

Catcher

[5.1.24]

CEA
APR-1400의 하부헤드 구조와 계측관 등 캐비티 

설계상 적용이 어려움.

Flat Core Catcher 

with Enhanced 

Radiative Heat 

Transfer  [5.1.25]

CEA

APR-1400의 하부헤드 구조와 캐비티 설계상 적

용이 어려우며, APR-1400은 기본적으로 캐비티 

침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개념임. 

독

일

Water Addition 

from Below

(COMET)  [5.1.21, 

22]

KfK and 

Univ. of 

Karlsruhe

APR-1400의 하부헤드 구조에 향을 받지 않으

며, 캐비티에 설치가 용이한 구조임. 캐비티 침수

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증기폭발의 위험 없이 효

과적으로 냉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캐비티 

침수를 수행하더라도 캐비티 바닥 침식을 저지하

는 데는 효과적인 구조일 것으로 판단됨. 

Staggered-pans 

Core Catcher 

[5.1.26]

KfK
APR-1400의 하부헤드 구조와 계측관 등의 구조 

등 캐비티 설계상 적용이 어려움

Corium Spreading 

Area[5.1.27]

Siemens 

KWU, 

EPR

APR-1400의 캐비티 면적이 부족하고 기타 구조

를 봤을 때 적용이 불가능 함. 또한, APR-1400은 

캐비티 침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미

국

Core Melt Source 

Reduction System

(COMSORS)

[5.1.14]

ORNL

APR-1400의 하부헤드 구조에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계측관 

등 캐비티 구조물에 향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음. 캐비티 침수를 하지 않을 경우 증기폭발 

가능성 없이 효과적으로 감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캐비티 침수를 수행하더라도 캐비티 바

닥침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이

탈

리

아

SCORE 개념

[5.1.16]
ENEL

APR-1400 하부헤드 구조와 계측관 등 기타 구

조물을 변경해야 적용할 수 있는 규모임. 캐비티 

구조상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Dry Multi Layer 

개념[5.1.20]
ENEL

APR-1400 하부헤드 구조와 계측관 등 기타 구

조물을 변경해야 적용할 수 있는 규모임. 캐비티 

구조상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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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117' 4''

EL. 69' 0''EL. 69' 0''

EL. 66' 0''

1.4
1.1

1.21.5

1.3

    1.1: 소형 냉각수 통, 1.2: 냉각수통 지지벽, 1.3: 냉각수 저장조, 

 1.4: 냉각수 주입 유로,  1.5: 썸프

그림 5.1.25 소규모 냉각수 통들을 이용한 Core Catcher 개념

비가열 실험 방법론 개발: 비가열 실험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의 가능성을 

소형평판에 대한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방법론과 이에 대한 검증작업이 

원활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IVR-EVC 관련 CHF 예측 상관식 개발: SULTAN 상관식을 사용하여 

ULPU 실험 데이터 등을 예측하 으며, 대체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임계열유속 실험장치를 사용한 외벽냉각 CHF 측정: APR-1400의 실제 규

모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유량의 변화에 따른 임계열유속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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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 으며, 외벽냉각 전략 수립시에 참고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EVC 적용 타당성 평가 방법론 체계 개발

EVC 적용 타당성 평가 방법론 현황 분석: 결정론적/확률론적 평가 방법

론을 파악하 으며, 이들 방법론을 평가하여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확률론

적 타당성 평가 방법론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 다.

확률론적 타당성 평가 방법론 개발: 고출력 도의 원자로(APR-1400과 같

은)에 적용 가능한 확률론적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 으며, APR-1400에 대한 

PSA가 수행될 경우, 외벽냉각의 성공 가능성과 이에 대한 적용 타당성 평가

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론이 개발되었다.

   다. 노심 용융물 냉각 기술 분석

노심 용융물 냉각 방안 현황 파악: 국내외에서 연구된 노심용융물 냉각 

방안의 현황을 파악하 으며, 이들 자료는 본 관제의 APR-1400 캐비티 설

계평가, Core Catcher 등의 평가에 활용되었다.

   라. APR-1400 캐비티 설계평가

APR-1400의 캐비티 설계의 중대사고 완화 관점에서의 타당성 평가: 노심 

용융물 냉각 기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APR-1400의 캐비티 

설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 으며, 정성적인 결과를 도출하 다.

   마. Core Catcher 적용 타당성 평가

Core Catcher 개념 연구 현황 분석: 국외에서 개념이 개발된 8종의 Core 

Catcher 개념을 파악하 으며, 이들 개념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APR-1400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평가하 다.

Core Catcher의 APR-1400 적용 타당성 평가: 국외에서 개발된 개념들 중 

APR-1400로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 으며, APR-1400에 적용이 가능한 새

로운 형태의 Core Catcher 개념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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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소점화기 위치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1. 연구 개요

TMI-2 사고 이후 지금까지 중대사고시 수소거동에 대하여 여러 연구기관

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5.2-1]. 대부분의 원전 보유국이 자국의 사정에 적합한 수소제어 관련 규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표준원전인 울진3,4호기의 운 허가조건으

로 수소제어대책이 요구되었고 APR 1400 설계지침이 될 중대사고시 수소제

어 KINS 규제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지침에는 국부 수소농도 제

한과 적절한 수소제어설비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대사고시 수소제

어의 최종방안으로 설치 예정인 수소점화기는 이미 그 성능이 충분히 입증

되었으나 효과적인 성능발휘를 위해서는 적절한 설치위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lumped parameter model을 기초

로 하는 해석코드로는 국부수소농도를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연소전파도 예

측할 수 없어 수소점화기의 위치를 공학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부 

수소농도 예측과 더불어 3차원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APR 1400 설계팀이 보유하고 있는 GOTHIC과 같은 3차원 전산코드를 사용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전산코드의 3차원 혼합 및 연소계산능력을 실험적으

로 검증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APR 1400이 표준설계인

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대사고시 수소제어를 위한 수소점화기 설치 최적

위치 선정방법론이 필히 수립되어야 하며, 점화기 이격거리등 규제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및 기타 설치변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APR 1400 원전에 대해 중대사고시 발생하는 수소가 가연한계

에 이르러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원전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요인을 배

제하기 위해 첫째, 3차원 수소 혼합 실증실험을 통해 수소제어를 위한 공학

적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둘째 GOTHIC 전산코드의 3차원 수소 혼합 및 연

소모델을 검증함으로써 중대사고시 원전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해석 모델로

서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개발중인 3차원 수소 혼합

전산코드의 모델검토 및 개선을 통해 원전설계 자립화에 기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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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소제어기기 성능평가

   가. 개요                                                     

수소제어계통은 격납건물 내부의 수소가 일정 수준의 농도에 도달하면 미

리 연소 또는 공기중의 산소와 재결합시켜 수소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수소의 폭연이나 폭발 현상 등에 의해 격납건물의 건전

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격납건물 대기내의 가연성 기체 혼합물

에 충분한 열이나 화학반응 물질을 공급하여 인위적이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수소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수소제어설비로는 백열플러그(glow plug)와 스파크

(spark) 및 촉매식(catalytic) 등의 수소점화기와 피동촉매식(passive catalytic) 

및 열(thermal)재결합기, 이산화탄소 및 질소 등의 사고후비활성계통(post- 

accident inerting system)등이 있으며, 이 중 사고후비활성계통은 적용대상 및 

기능 측면에서 격납건물의 체적이 작은 BWR에서 주로 고려되는 방법으로 국

내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수호제어설비를 중심으로 검토하

다.

   나. 수소제어설비 종류 및 특성

    (1) 수소재결합기

    (가) 열재결합기(Thermal Recombiner)

   열재결합기의 경우 설계기준사고시 격납건물내에 생성된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켜 수증기로 만들어 가연성기체를 4%이하로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격납건물 내의 공기는 열재결합기의 송풍기에 의해 흡입배관을 통하여 

유입되고 반응실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적으로 가열되며, 반응 후 고온의 공

기와 수증기는 반응실을 떠나 냉각실로 들어가서 외부공기에 의하여 냉각된

다. 격납건물로 회수되는 공기는 배관내에서 수증기가 응축되지 않도록 일정

한 온도까지 냉각시키게 된다. 그림 5.2.1은 열재결합기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계통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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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수소열재결합기계통 개략도

열재결합기는 10CFR50.44 규제요건에 의거하여 LOCA후 격납건물 수소농

도가 3.5%에 도달하기 전에 수동으로 기동된다. 또한 기동요구시간에 도달하

기 전에 두 대의 열재결합기가 모두 이송, 설치, 계기보정 및 예열이 완료되

어 운전대기상태에 있어야한다.   

APR 1400 전에서는 격납건물 외에 IRWST가 냉각수의 방사분해로 인하

여 수소를 발생시키는 주요 수소 발생원이므로 수소재결합기 용량결정에 

IRWST의 수소생성량을 고려하 다. LOCA시 냉각수의 52 % 정도가 

IRWST에 수집되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소의 처리유량(50 scfm)과 

격납건물에서 발생하는 수소의 처리유량(50 scfm)을 고려하여 수소재결합기 

용량을 100 scfm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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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동촉매식 재결합기(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

피동촉매식 재결합기(PAR)는 독일의 Siemens사 및 NIS사, 캐나다의 

AECL, 스위스 등의 총 4곳에서 제작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원전에 적용사

례가 있는 제품은 Siemens사의 것이 유일하다. 제품의 모양은 카트리지 및 

사용되는 촉매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Simens사와 캐나다의 제품이 유사하

며, 스위스와 NIS사 제품이 유사하다(그림 5.2.2 및 5.2.3 참조). 표 5.2.1은 

Simens사의 PAR에 대한 설치현황이다.

   PAR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양단 개방 구조의 직육면체 상자로 상

자 하단 부에 수직방향으로 촉매제가 코팅되어 있는 카트리지(또는 판)가 수

십개 설치되어 있어 카트리지 사이로 수소를 포함한 가스혼합체가 흐르도록 

되어 있는 장치이다. 촉매제로는 백금(platinum, Siemens, 스위스) 또는 팔라

듐(palladium, NIS)을 사용하며 이 촉매제가 장치 하단 부에 설치된 카트리

지 사이로 형성된 유동 속에 포함된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킨다. 

  

그림 5.2.2 독일 Siemens PAR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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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독일 NIS PAR 장치

    

   

이때 생성되는 수증기는 상부로 올라가고 수증기 생성 반응시 생기는 반

응열의 온도구배에 의한 부력으로 장치 상부를 빠져 나오게 되며, 이 유동으

로 인해 격실내의 다른 기체들을 장치 하단 부에 개방되어 있는 카트리지 

입구로 유입됨으로써 연속적인 수소의 재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PAR

장치 상부의 통로를 충분히 길게 해줌으로써 굴뚝효과(chimney effect)를 일

으켜 카트리지 입구로의 기체유입을 원활히 해주고 수소재결합효율을 높여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카트리지를 통과한 기체 및 재결합으로 발생된 수증

기가 반응열에 의해 데워진 상태에서 장치 상부를 통해 격납건물로 유입, 혼

합되므로 자연혼합대류 및 PAR에 의해 유도된 혼합대류를 형성시켜 가연성 

기체의 혼합을 돕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PAR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수소농도가 높을수록 PAR의 재결합율은 크며 혼합체내 수증기가 존재하

더라도 재결합율은 전혀 향을 받지 않음

․ 격납건물이 건조(dry)상태를 유지할 경우 수소의 최소연소가능한계(약 

5%이상)보다 훨씬 낮은 농도에서 수소를 제거할 수 있음(2-3%)

․ 한 개의 PAR장치는 10v/o의 수소 농도에서 시간당 약 12.5 kg의 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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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시킬 수 있음

․ 격납건물이 wet 상태에서는 재결합에 의해 발생되는 발열열이 촉매제 표

면에 있는 물방울을 증발시키기 전까지는 작동지연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촉매제에 방수코팅을 입혀 초기 wetting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음. 따

라서 작동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촉매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전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적인 aging 문제는 없으나 촉매제 표면에 오염물질이 부착될 수 있기 때

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표 5.2.1 Siemens PAR 설치사례 현황

Country Plants Pieces Supplied Status

Belgium

 Doel 1

 Doel 2

 Doel 3

 Doel 4

24

26

40

37

 operable

 operable

 operable

 under construction

 Tihange 1

 Tihange 2

 Tihange 3

37

38

42

 under construction

 operable

 under construction

Tschechian

 Dukovany 1

 Dukovany 2

 Dukovany 3

 Dukovany 4

16

16

16

16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Temelin 1

 Temelin 2

22

22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Hungary

 Paks  1

 Paks  1

 Paks  1

 Paks  4

16

16

16

16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Netherlands  Borssele 20  under construction

Slovakia
 Bohunice 16  under construction

 Mochovce 16  under construction

Russia  Kalinin 3 50  under construction

    (2) 수소점화기

     (가) 백열플러그 점화기(Glow Plug Igniter)

   백열플러그 점화기는 디젤엔진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전원공급에 따

른 저항체를 통해 점화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공급하여 수소를 연소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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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이다. 약 100 W 이상의 전원을 필요로 하며 사고발생신호에 따라 자동

으로 작동되거나 제어실 운전원의 의한 수동작동 모두가 가능하다. 점화에너

지의 공급량과 점화기 배열 및 기체 유동율 등이 중요한 변수이다. 물리적으

로는 매우 단단하며 작동수명 또한 매우 길어 발전소 수명동안 보장되며, 성

능면에서도 연소가능한계 근처(5%)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백열플러그 점화기는 운전이 용이하고 다른 기기와도 호환성이 있기 때

문에 미국 NRC가 권장한 수소제어계통으로, BWR Mark III 격납건물과 

PWR 얼음응축기 격납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인허가과정에서 HCOG 

주도하에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그 성능이 실험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점화기는 이후 상용화되어 설치사례가 많은 것으로, General Motors AC 

Division에서 디젤엔진용으로 개발된 모델명 7G (작동전압 12-14 Vac, 최소

요구전력 95 W, 그림 5.2.4 참조) 또는 Tayco사의 모델명 193-3442-4의 

helical igniter (작동전압 120 Vac, 최소요구전력 525 W, 그림 5.2.5 참조)가 

있다. 

  실험을 통해 밝혀진 주요 성능은 다음과 같다.

․ 수소농도가 5∼8%일 때 점화가 가능하며, 특히 최소 수소 가연한계 근처

에서도 가능함

․ 살수계통 작동은 차폐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점화 및 연소 능력에 

거의 향을 주지 않으며, 5∼8%의 낮은 수소농도에서 살수계통이 작동하

는 경우에는 난류가 형성되어 수소를 완전 연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40% 정도의 수증기농도는 수소점화에 향을 주지 않으며 55% 이상에서

는 점화가 불가능함

․ 산소가 충분한 경우 10∼12%의 수소농도에서는 완전연소가 가능하함

․ 점화기 표면온도가 GM 점화기의 경우 700-800℃(Tayco 점화기는 520℃ 

근처)에 도달해야 작동이 가능하며 대기 속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을 경

우에는 더 높은 표면온도가 필요함

   

한편, 단점으로는 distribution panel, 전선, 작동설비 등의 전원공급계통이 

필요하며,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그 기능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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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소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스파크 점화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

로 하고 설치개수가 많아야 하며, 고온에 견디는 저항선이 필요하고 격납건

물 관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림 5.2.4 General Moters AC 7G  

    백열플러그점화기

그림 5.2.5 Tayco Model 

193-3442-4 백열플러그 점화기

  

     (나) 스파크 점화기(Spark Igniter)

스파크 점화기는 고에너지 스파크를 발생시켜 수소연소를 촉발시키는 방

식을 사용한다. 가능한 설계방법은 축전지를 이용하고 스파크 발생장치를 보

호할 수 있도록 봉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스파크 틈새는 장치덮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한다. 스파크 점화기의 장점은 그 특성이 사고시 상승되는 온도 

및 압력을 자체에 설치된 압력 및 온도감지기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되

기 때문에 작동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운전원의 작동이 필요 없

다. 또한 자체 축전지에 의해 작동되기 때문에 발전소 정전시에도 작동이 가

능하다.  

전형적인 스파크 점화기는 0.1-1.0 Hz 빈도수의 스파크를 발생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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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빈도수를 최적화시키는 분석을 필요로 한다. 즉 수소연소분석을 통

해 수소제어설비 구축목적에 부합하는 점화기 성능요건을 결정해야 한다. 점

화 촉발한계(trigger threshold)가 너무 낮으면 원치 않는 스파크가 발생되고 

축전지가 방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너무 높으면 작동되어야 할 시점

에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대사고시 안전기기와 전기적 간섭 

및 파울링(fouling) 가능성이 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스파크 점화기의 상용제품은 Siemens사(모델명 WZB 

89)것으로, Battelle Model Containment 및 AECL Whiteshell Lab.에서 수행

한 성능시험결과가 여타 점화기와 비슷하 다. 그림 5.2.6은 스파크 점화기 

WZB 89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2.6 Siemens WZB89 스파크점화기

     (다) 촉매식점화기(Catalytic Igniter)

   촉매식점화기는 백금과 같은 촉매를 이용하여 그 표면에서 수소와 산소

를 재결합시켜 발생되는 발열열을 이용하여 점화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

식을 사용하는 피동형 제어설비로 촉매 및 점화선 계통으로 구성된 수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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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 요소가 폐된 용기 내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장점으로는 증기불활성 

환경 및 발전소정전시에도 작동시킬 수 있으며, 부피가 작고, 전원공급계통

(distribution panel, 전선, 작동설비 등)이 필요 없는 완전피동형 설비라는 점

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전원공급에 의해 작동되는 점화기에 비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발화지연시간은 보통 4초 ~ 20초임.)는 점이다.

   현재 독일 Siemens사가 개발한 촉매식점화기(모델명 WZK 90, 그림 5.2.7 

참조)가 있는데, 백금으로 코팅된 다수의 동심형 금속 원통을 포함하는 몸체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내부의 튜브표면에는 촉매가 코팅되어 있지 않으

며 튜브의 상부 및 하부에 점화기선이 연결되어 있다. 사고시에는 상하부 뚜

껑이 열리며 수소를 포함한 기체가 유입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최고 및 최저 

발화제한치 부근에서도 수소를 점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수소가 점화기 부근으로 유입될 때의 열역학적 및 유체역학적 조

건과 기하구조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나리오 또는 국부적 상태와 

무관하게 어느 지역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림 5.2.7 Siemens WZK90 촉매식점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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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식점화기의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 백금촉매는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발전소정전시에도 작동 가능

  ․ 5 % 수소농도 및 수증기 존재 하에서도 작동 가능

  ․ 전원공급 및 수소계측, 제어계통이 불필요하고 콤팩트

  ․ 고온, 습도, 살수 조건 및 기체 유동속도에 향을 받지 않음

  ․ 수소 축적시에도 추후에 재사용 가능

   다. 수소점화기 비교 평가

APR 1400 원전의 수소제어계통의 최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술된 

수소점화기의 상호 비교 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수소점화

기의 복합적인 설치방안(1단계 설계방안의 경우처럼)도 있을 수 있지만, 현

재 각종 수소제어설비의 성능시험결과의 절대적 비교가 가능하고 인허가 및 

운전경험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경쟁력을 갖춘 설비를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대비 시험자료 확보여부와 경제성을 일차적인 기준으

로 고려하여 비교하 다.

    (1) 인허가 대비 시현성

   수소제어계통은 10CFR50.34(f)(2)(ix)(C)를 만족시켜야 한다. 즉, 중대사

고환경하에서 안전기능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소제어계통

이라야 하며, 또한 수소제어계통의 작동에 따른 연소 환경에서 안전관련기기

의 생존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지를 입증해야 한다.

   실험결과에 대한 상세자료(특히, 대외비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많음)가 부

족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현재 백열플러그 점화기가 독보적이다. 미국 규제기

관의 상세 실험자료 요구 및 자체 검증실험수행을 통해 중대사고환경하에서

의 기기생존성을 평가한 자료에 근거해 볼 때 백열플러그 점화기는 인허가

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촉매식과 스파크 점화기의 경우 미국에서 인

허가 신청된 사례가 없으나 독일에서 개발되어 독일규제기관이 인정한 수소

제어설비이므로 인허가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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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성

   현재 수소점화기 종류별 가격이 동일시점에서 조사된 바가 없고 점화기

제작사로부터 입찰가격을 받기 전에는 백열플러그점화기와 촉매식점화기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고 

다음과 같은 가정사항을 적용하여 점화기가격을 산정 하 다.

   백열플러그 점화기의 경우 BNL의 연구결과(NUREG/CR-5662, 1991)에서

는 약 100개의 백열플러그 점화기 설치비용의 하한선으로 약 260만$로 평가

하 으며, PWR 대형건식 격납건물 수소제어설비 연구결과(NUREG/CR- 

4781, 1987)에서는 76개의 백열플러그 점화기와 40개의 수소계측기의 설치비

용(연구개발비, 엔지니어링, 설계 및 건설비 제외)을 약 287만 $로 추산하

다. 따라서 백열플러그 점화기의 설치비용은 기기구입비, 전기공급설비비

(cable, distribution panel, 제어기기 등), 기기지지대비용을 포함하여 개당 

$20,000을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월성 2,3,4호기 및 울진 3,4호기에서 구매한 

Tayco사의 점화기(비안전등급) 구매가격은 1,300 US$/개이며, GM사 AC7G 

점화기(안전등급) 예상가격은 약 4,000 US$/개이다. 따라서, 기기 공급자가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백열플러그 점화기가격을 2,500US$/개로 

추정하 다. 또한, 전기공급설비의 경우 Class 1E power cable(#10 AWG) 

및 distribution panel 구매비용을 광 3,4호기 및 울진 3,4호기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점화기 개당 약 2,000 US$로 추산되며 점화기 지지대와 설치

비용은 개당 1,000 US$로 산정하 다. 

   촉매식점화기의 경우, 1단계연구에서는 독일의 이중개념 수소점화기(40쌍

의 스파크 + 촉매식) 설치비용인 약 150만불을 근거로 촉매식점화기 개당 

가격을 3,250 US$로 산정 하 으며, Siemens사가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가격

은 개당 5,000 US$이다. 본 분석에서는 촉매식화기를 다량구매시 실제 구매

가격이 비공식 제시가격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4,000 US$/개로 추정하 다. 

점화기 지지대와 설치비용은 촉매식점화기의 무게가 가벼워 설치가 용이하

지만 백열플러그 점화기와 동일한 개당 1,000 US$로 산정 하 다. 참고로 

Siemens사가 비공식 제시한 스파크 점화기 가격은 12,500 US$/개이다. 

   한편, 운  및 보수비용 측면에서는 능동형(백열플러그 및 스파크)과 수

동형(촉매식)은 상호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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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기의 비교평가 결과를 표 5.2.2에 나타내었다.

  표 5.2.2 수소점화기 비교평가결과 요약

          (○ = 좋음, △ = 나쁘지 않음, × = 나쁨)

       점화기 종류

선정항목
백열플러그점화기 스파크점화기 촉매식점화기

 (1) 인허가 시현성

 중대사고환경 및 연

 소후환경에서의 생존 

 성보장

 (근거자료 충분)

 중대사고환경하에서

 의 생존성보장 확인

 어려움.

 독일규제기관 승인

좌  동

    평       가 ○ △ △

 (2) 경제성

 1,200 US $/개 + 

 100% (관련전선 및 

 부품) + 50% (필수

 축전지)

 12,500 US $/개

 (축전지 가격 포함)
 5,000 US $/개

    평       가 ○ × △

(3) 기능 및 성능

  평 가
○ × ×

종  합  평  가 ○ × ×

   라. 기능 및 성능 비교

   수소점화기 계통에 대한 비교평가는 실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동일한 사고환경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요 실험은 대부분은 이러한 환경

을 반 하지 못하는데,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일본 Kansai Electric Power 

Co.에서 수행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참조하여 각 점화기에 대

한 비교결과를 요약하여 표 5.2-2에 정리하 는데, 백열플러그점화기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 국가별 설치동향

    (1) 미국

BWR Mark III 및 PWR 얼음 응축기 격납건물 기존원전에 대하여 

10CFR50.44 수소제어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수소점화기계통을 설치하 으며, 

고유안전성현안(GSI) A-48 규제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운전중인 대형 건식격

납건물 기존원전에 대해서는 수소점화기가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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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신규원전의 경우 10CFR50.34(f) 수소제어요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

며(SECY-93-087), 대형건식격납건물에도 수소점화기계통이 필요하다고 결

론지었고, System 80+의 경우에도 80개의 GM사 백열플러그 점화기를 설치

하도록 설계하 다.  

미 EPRI는 ALWR 설계에 PAR 도입가능성을 평가하 다. NIS사 PAR에 

대한 EPRI의 성능시험과 분석결과를 근거로, AP600, System 80+, 그리고 

ALWR의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대비 PAR만으로의 제어가능성을 평가

하 다. 동 평가에서는  설계기준사고시 PAR의 수소농도 3-4%에서의 제거

율이 방사분해에 의한 생성율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다중성을 감안하여 2

개의 PAR만 필요하며, 중대사고시 global 수소농도제어를 위해서는 AP600

의 경우 20개, System 80+의 경우 40개의 PAR가 필요하며 국부 수소농도제

어를 위해서는 수소폭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격납건물 격실을 설계하여야 하

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EPRI 평가결과에 대해 NRC는 설계기준사고에의 PAR 단독적용은 

가능하지만 개별적인 신청에 따른 상세 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하

며, 중대사고에의 PAR 단독적용은 6%이상의 수소농도에서의 성능시험 및 

여러 가지 중대사고환경하에서의 기능시험자료가 보완되어야 하고 특히 10%

이상의 수소농도가 예측되는 격실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소점화기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AP600은 1995년에 설계기준사

고 대비 열재결합기 대신 PAR를 설치하기로 결정하 으나 중대사고에 대비

한 적용방안에는 의견이 양분되었다.  AP600에서는 기존에 설계한 수소점화

기계통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했으며 EPRI는 “PAR-based system"이라고 

일컫는 NRC 검토견해를 수용하는 방안을 추구하여 사업자요건문서(URD)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 다. EPRI 안은 수소 방출율이 크지 않는 사고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는 PAR로 제어하며 PAR용량을 초과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점화기로 보완하는 방안이다. 현재, EPRI는 AP600 인허가 

인증절차에서는 기존 방안을 따르고 향후 미래원전에 대한 수소제어계통에

서의 반 을 위해서 PAR-based system을 개발하기로 결정하 다. 이에 따

라, EPRI는 프랑스 EdF와 함께 PAR에 대한 성능분석 및 관련 실험을 수행

하고 SNL이 독자적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등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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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System 80+에서는 이러한 추세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수소제어

계통 (재결합기+수소점화기)을 유지하고 있다.

    (2) 캐나다

표 5.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발전소에 Tayco사의 백열플러그점화기

를 설치하 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재평가를 수행 

중에 있다. 특히, CANDU9형의 원전(월성의 경우 CANDU6로 백열플러그 

점화기 44개가 설치될 예정임)에 대해서는 백열플러그 점화기와 촉매식재결

합기의 통합형으로 설치되도록 설계하고 있다. 물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AECL 자체적으로 PAR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표 5.2.3  캐나다의 수소제어계통 설치현황

Facility Mitigation System

 Darlington  58 Tayco igniters per unit

 Bruce A abd Pickering A  12 Tayco igniters per unit

 Bruce B abd Pickering B  16 Tayco igniters per unit

 Gentilly 2 and Point Lepreau  None (other than the air cooling units)

    (3) 프랑스

100% MWR에 해당하는 수소량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P'4 및 N4 발전소

의 경우 수소제어계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하

다. 수소점화기는 DDT 발생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은 관계

로, 그리고 사고전후의 비활성계통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각각 제외시켰다. 

촉매식재결합기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결정하여 현재 관련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실험들(KALI-H2-살수효과검증, H2PAR-방사성에어로졸 향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독일과 공동으로 개발 및 설계되고 있는 EPR의 경우 관련요건

(global수소농도 10%이하로 유지 및 100% MWR 고려하에서 12시간이내 수

소농도를 점화가능한계농도이하로 유지)을 만족하기 위해 4%농도에서 4 

kg/h의 용량을 지닌 PAR가 대략 40개 정도로 격납건물 전체에 균일하게 설

치하는 것으로 설계하 다. 그리고 이들 PAR시스템이 설계기준사고에도 충

분히 대처되는 것으로 판단하 다. 그러나 PAR시스템은 관련된 사고경위에 



- 738 -

대한 전체 균일 수소농도 제어용이며 국부적인 DDT 방지를 위한 수소점화

기를 IRWST 배기구 상부격실 및 수소방출지점근처에 설치하기로 하 다.

    (4) 일본

얼음 응축기형 격납건물(Ohi Unit 1&2)에 대하여 수소제어계통을 설치하

기로 결정하 으며 이에 따라 대안으로 등장한 수소제어계통에 대한 성능 

및 기능시험결과에 근거하여 백열플러그 점화기를 선택하 다.

    (5) 독일

PAR에 대한 상용화를 이미 이룩한 정도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4년 6월 대형건식 격납건물 PWR에 대하여 PAR를 설치할 것을 RSK가 

권고하 다. 독일 Konvoi-type PWR의 경우 중대사고 대처용으로 약 53개의 

PAR가 필요한 것으로 가정하여 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분석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3. 수소혼합 실증실험 및 헬륨 계측기 개발

   가. 수소혼합 실증실험 

    (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는 그림 5.2.8과 같이 3차원 수소 혼합실험을 위해 격납용기내 수

직사각형의 격실을 모사해서 높이 1m, 폭 1m, 길이 1.5m인 실험 장치를 통해 

수직사각격실 내에서의 수소/증기/공기 혼합체의 거동을 분석하 다. 수소는 헬

륨 가스로 대체하 고, 일정량의 증기를 혼합해서 사각격실 내로 주입하 다. 

   격실내 판형 장해물을 설치하고 수소 혼합체의 거동에 있어서 장해물의 

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표 5.2.4에서와 같이 주입 혼합체의 양을 변수로 해

서 혼합체의 속도 및 유량의 변화에 따른 국부적 혼합체 거동 실험을 수행

했다. 또한, 사각격실의 상층부 벽면에 드라이 아이스를 쌓아놓고 냉매를 이

용한 국부적 증기 응축 실험을 수행했으며, 사각격실의 상층부에 살수노즐을 

설치해서 살수시 혼합체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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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3차원 수소혼합 실험장치 

   증기발생기로부터 1기압 포화상태의 증기/헬륨 혼합체가 혼합기를 거쳐서 

고르게 혼합된 후 수직사각격실의 밑바닥 중앙에 있는 1 인치 주입구를 통

해 사각격실내로 주입된다. 주입된 혼합체는 혼합격실의 천장에 있는 

0.125x1.9 m
2인 사각형 출구를 통해 외부환경으로 배출된다. 혼합격실내에서 

설치한 장애물을 제외하고 혼합체의 거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최소화시

키기 위해 혼합체 추출계통과 열전대의 수 및 크기를 최소화시켰다.

    (2) 실험조건

   본 실증실험에서의 실험조건은 표 5.2.4과 같다. 실험 1A와 1B는 단순한 

수직사각격실내에서 혼합체의 유량을 변수로 한 실험이다. 모든 실험에서는 

약 2시간 실험 전부터 일정한 온도로 실험탱크 벽면이 유지되었다. 실험 2에

서는 실험 1의 조건에서 실험 시작 전부터 상부 천장벽면 위에 드라이 아이

스를 약 10 cm 가량 쌓아 놓음으로써 사각격실의 내부 벽면온도를 20℃로 

유지시킬 수 있었다. 실험 3A와 3B 실험에서는 그림 5.2-9와 같이 수직격실

내 판형 장애물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했고, 실험 3A와 3B에 걸쳐서 혼합체 

주입량을 변수로 한 실험이다. 실험 4는 사각격실 상부 천장에 살수노즐을 

설치해서 살수량과 살수시간을 변수로 한 실험이다. 각 실험에 헬륨농도 계

측 지점은 그림 5.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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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2.4 각 실험의 조건

Gas Injection Flow Rate 

[liter/min] Test ID 

Helium Steam Mixture

Mixture

Injection 

Velocity

[cm/sec]

Description 

Test 1A 4.0 13.8 17.8 57.0 

Test 1B 7.0 25.4 32.4 101.0 

Simple rectangular 

Compartment 

Test 2 4.0 13.8 17.8 57.0 Condensing wall effect 

Test 3A 4.0 13.8 17.8 57.0 

Test 3B 7.0 25.4 32.4 101.0 

Effect of 

Obstacle equipment 

Test 4A 4.0 13.8 17.8 57.0 

Variation of 

Droplet flow rate 

in Transient state 

Test 4B1 4.0 13.8 17.8 57.0 

Variation of 

Droplet flow rate 

in Steady state 

Test 4B2 4.0 13.8 17.8 57.0 

Variation of 

Spraying time 

in Steady state 

Test 4C 4.0 13.8 17.8 57.0 
Mixing effect 

Followed by spray 

 

   각 계측지점에 위치한 직경 1.7 mm인 스테인레스 튜브를 통해 축출 펌

프로부터 헬륨 농도 계측기로 헬륨/증기/공기 혼합체가 축출되고 이 축출된 

혼합체는 증기제거 필터를 통과하면서 증기가 제거된 후 건조된 공기와 헬

륨 혼합체가 계측기로 주입된다. 실험 1과 2 및 4에서는 총 6개의 지점에서 

헬륨 혼합체가 축출라인을 통해 계측되었고, 실험 3에서는 총 15개의 지점에

서 헬륨 농도가 계측되었다. 각 농도 계측지점마다 열전대가 장착되어 있어 

농도계측지점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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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헬륨농도 및 온도 계측지점

    (3) 실험결과

     (가) 실험 1 - 기초실험

실험 1은 단순 수직사각격실에서의 혼합현상을 조사하고 다른 실험데이터

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다. 

그림 5.2.10과 5.2.11에서와 같이 혼합체 주입량이 다른 두 실험(실험 1A, 

1B) 결과, 절대적인 농도차이를 제외하면, 주입량의 변화는 격실내의 헬륨농

도분포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혼합체의 헬륨과 수증기의 비율이 

동일하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번과 4번 계측지점에서 가장 큰 농도 분

포를 보 는데, 이는 혼합체의 주입속도로 인한 모멘텀의 효과가 기체의 확

산효과 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계측지점들에 대해서는 부력의 

향으로 상부 지점(5, 6번)에서 높은 농도를 보 다. 실험 1A 에 비해 주입

량을 많게 한 실험 1B(그림 5.2-11)에서는 높아진 주입속도로 인해 모멘텀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국부적 농도의 비균일성이 커져 농도의 최고

지점(3번)과 최저지점(1번)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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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비균일성이 커질수록 국부적 온도의 비균일성은 줄어들었고, 각 지점의 

국부적 온도분포는 전체적으로 상승하 는데 이는 증기의 절대적 주입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두 실험에서 혼합체 주입시점으로부터 약 3000초 이후에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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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0 실험 1A의 헬륨농도 및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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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1 실험 1B의 헬륨농도 및 온도 분포 

     (나) 실험 2 - 냉각벽면 실험

실험 2는 실험 1과 실험조건이 동일하지만 혼합격실의 상부벽면을 20℃로 

낮추어 냉각벽면이 존재할 경우의 헬륨거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계측

은 높이에 따라 세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림 5.2-12에서와 같이 세 지점에

서의 농도분포 경향은 실험 1A의 결과와 비슷하지만, 3000초 정도에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는 상부의 냉각벽면을 인해 증기의 응축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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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서 증기의 분압이 줄어들고 이를 다시 헬륨/증기 혼합체가 자리를 메우

고 증기는 다시 응축된다. 결국 헬륨의 농도는 정상상태에 쉽게 도달하지 못

하고 점점 올라가는 경향을 보 고, 따라서 세 지점의 농도는 실험 1A에서

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 다. 

온도분포는 그림 5.2.12에서와 같이, 냉각벽면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6번 

지점에서 실험 초기에 55℃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1번 지점의 

온도에 접근하 다. 그러나 그림 5.2-13에서와 같이, 상부벽면의 온도가 약 

1500초 이후에 상승하지 않아 6번 지점의 온도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

   측면 냉각 및 하부벽면 냉각 실험은 저온유지 방법 등 기술상의 어려움

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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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2  실험 2의 헬륨농도 및 온도 분포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Upper wall
 Lower wall
 Ceiling

Te
m

pe
ra

tu
re

 (
)

℃

Time (sec)

그림 5.2.13  실험 2의 벽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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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 3 - 장애물 실험

3차원 유동장을 만드는 장애물의 향을 알아보기 위해 하부벽면으로부터 

50cm 상부지점에 판형장애물을 설치하 다. 주입량이 다른 두 실험(실험 

3A, 3B)에서의 국부적 농도분포와 온도분포는 그림 5.2.14와 5.2.15와 같다. 

각 실험에서 하부격실에서의 농도분포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나타

냈다. 두 실험에서 농도분포 경향은 비슷하 으나, 주입량이 많은 경우에서 

보다 큰 국부농도차이를 보 다. 주입량이 많은 실험(실험 3B)에서, 확산효

과보다 상대적으로 큰 모멘텀 효과로 농도의 비균일성이 증가하여 국부적 

농도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입량이 작은 경우(실험 3A), 확산효과

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국부적 농도차이가 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두 실

험 결과, 하부격실의 상부지점, 즉 장애물의 바로 아래의 계측 지점들(9, 10

번 지점)에서 큰 헬륨농도가 계측되었으며, 상부격실로 통하는 부분(11번 지

점)에서도 큰 농도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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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하부 격실

그림 5.2.14 실험 3A의 헬륨농도 및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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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그림 5.2-14 및 5.2-15에서와 같이 두 실험에서 상부격실에서는 

하부격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혼합효과를 보 다. 국부적으로 약 2%의 

농도차이는 있으나, 이는 하부격실에서의 국부적 농도차에 비해 무시할만하

다. 이러한 상부격실의 혼합현상은 혼합체의 모멘텀과 기체의 확산으로 설명

될 수 있다. 두 실험에서, 헬륨혼합체는 주입된 후 장애물로 인해 상당량의 

모멘텀을 잃고 상부격실로 유입된다. 장애물 구석의 유로는 하부 주입구에 

비해 상당히 큰 유로면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상부격실에서의 기체거동은 

확산현상이 지배적이며, 따라서 높은 혼합효과를 준다.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12
 point 13
 point 14
 point 15

C
on

ce
nt

ra
tio

n 
(%

)

T ime (sec)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T
em

pe
ra

tu
re

 (
)

℃

Time (sec)

(a) 상부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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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5 실험 3B의 헬륨농도 및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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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실험 4 - 살수 실험

   실험 4는 살수 작동으로 인한 농도상승 효과와 혼합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두 개의 계측지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각각 

직접접촉지점(1번 또는 3번)과 비접촉 지점(5번)이다. 실험 4A와 4B는 살수

에 의한 농도상승효과를 보기 위한 실험이며 실험동안 계속적인 혼합체의 

주입이 이루어졌다. 실험 4C는 혼합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완전 

폐된 혼합격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혼합체의 주입은 초기 30분간 이루어진 후 

중단하 다. 각 실험에서 사용된 살수 시간과 살수 유량은 표 5.2.5와 같다.

   표 5.2.5 실험 4의 살수 유량 및 시간

    살수 유량 

살수 시간 

0.5 

lit / min 

0.7 

lit / min 

0.9 

lit / min 

1 분 실험 4B 
실험 4B 

예비실험4C1
실험 4B 

5 분 실험 4B 실험 4B 실험 4B 

10 분 실험 4A, 4B
실험 

4A, 4B, 4C
실험 4A, 4B 

 

실험 4A는 혼합격실 내의 헬륨농도가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수행되었

다. 3가지 살수 유량에 대해 각 10분간 살수를 하 다. 실험은 그림 5.2-16와 

같이 가스혼합체 주입을 개시하고 30분 후에 살수가 이루어졌으며, 두 지점

(1, 5번 지점)에서 계측하 다. 

살수시간동안 증기응축으로 인해 각 지점의 헬륨농도가 상승하 으며, 살

수 유량이 클수록 높은 농도상승을 보 다. 살수가 종료된 후에는 살수를 하

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낮은 헬륨농도가 계측되었다. 이러한 살수효과는 살

수액적과의 직접접촉구역인 1번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실험 4B는 정상상태 도달 이후에 수행되었으며, 3가지의 유량과 3가지의 

살수시간에 대해 총 9가지의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림 5.2.17과 5.2.18은 실험 

4B에서 각 지점에서의 헬륨농도 상승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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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살수구역 (5번 지점)

그림 5.2.16  실험 4A의 헬륨농도 및 온도 분포

   농도상승비율(Concentration jump ratio)는 살수로 인한 상대적인 헬륨농

도의 상승률을 나타낸다. 농도상승률은 직접접촉구역인 1번 지점에서 더 크

게 나타났다. 살수시간을 변화시킨 실험에서 1분 살수와 5분 살수는 그 향

이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10분 살수하 을 경우 상대적으로 약 2배 높은 농

도상승률을 나타냈다. 살수유량을 변화시킨 실험 결과, 0.7 과 0.9 lit/min의 

경우는 서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0.5 lit/min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상승률을 보 으며, 이러한 효과는 직접접촉구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서 살수계통의 작동은 살수동안 헬륨의 국부적 농도를 상승시키며, 살수

액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구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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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7  실험 4B1의 헬륨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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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8  실험 4B2의 헬륨농도 변화

실험 4C는 살수에 의한 혼합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서, 혼합에 외

부의 향이 없도록 완전 폐된 혼합격실에서 수행되었다. 격실의 폐성을 

확인하고 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농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의 예비실험이 수행되었다. 예비실험 4C1, 4C2의 결과는 그림 5.2.19와 

같다. 예비실험에서는 3번과 5번 지점에서 계측이 이루어졌다. 예비실험 4C1

에서는 헬륨만 30분간 주입하 고, 10분 후에 1분간 0.7 liter의 물을 살수하

여 농도변화와 온도변화를 보았다. 예비실험 4C2는 헬륨/증기 혼합체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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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입되었으며, 살수를 하지 않고 농도변화와 온도변화를 살펴보았다. 두 

실험 결과 혼합격실은 완전 폐되었으며, 건조한(증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살수에 의한 농도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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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비실험 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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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예비실험 4C2

그림 5.2.19 실험 4C의 예비실험결과

   그림 5.2-20은 실험 4C의 결과를 나타낸다. 계측지점은 1번과 5번 지점이

다. 초기 30분간 혼합체의 주입이 이루어졌으며, 혼합체의 주입 중단과 동시

에 살수계통이 작동하 고, 0.7 lit/min의 유량으로 10분간 살수하 다. 살수

가 작동되면서 국부적 혼합이 이루어져 두 지점의 농도가 거의 같아졌으며, 

살수동안 약 1% 이상의 농도상승을 보 다. 살수중단 이후에는 격실내부의 

증기가 대부분 응축되어 농도변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살수로 인해 혼합

격실 내부의 기체혼합체가 완전 혼합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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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0 실험 4C의 헬륨농도 및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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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헬륨 계측기 개발

    (1) 연구 개요

수소기체는 국부적으로 한계농도 이상이 되면 자연 발화에 의해 폭발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중대사고 발생시나 평상시 운전에 있어서 수소기

체의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상시 수소 기체의 농도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차폐 건물의 geometry에 따라 source로부터의 수소기체 거동이 어떠한가

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과 실험적 검증에 의

한 방법이 있다. 본 보고서는 실험적 방법에 의하여 복잡한 차폐 건물내의 

특정 위치에서의 수소농도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소형의 계측기를 

개발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  

기체 농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존에 개발되어 상용화된 

것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열전도도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계측기

들은 검증된 분해능에도 불구하고 표본추출이나 건조와 같은 선공정이 요구

된다는 점과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PC-plug in 스

펙트로미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방출분광법(Emission Spectroscopy)에 의

해 앞서 언급된 계측기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저가의 휴대용 기체농도 

계측기의 개발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 농도 분석에 적합

한 안정적인 플라즈마원과 이 플라즈마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분석하여 실

시간으로 기체 농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 다. 실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실제 기체 농도 분석에 이용된 기체는 헬륨에 한정하 다.

    (2)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연속방전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 다. 연속방전을 위한 시

스템은 그림 5.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igh voltage triggering circuit에서 

최대 15 kV, 25 mA를 공급할 수 있는 20 kHz의 AC leakge transformer를 

이용하여 전극 사이에 안정적인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 누설 변압기는 상용 

네온사인에 사용되는 변압기로서 내부적으로 일차측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

에 따라 이차측에 흐르는 전류가 제한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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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압에서 아크플라즈마로의 전이를 막아 안정적인 플라즈마의 생성에 도

움을 준다. 펄스방전에 비해 낮은 power density로 인하여 연속적인 동작에

도 불구하고 Be-Cu 합금 , Ag-W 합금 , Pd , W 의 다양한 전극을 시험한 

결과 두드러진 전극 표면의 스퍼터링은 관찰되지 않았다. 헬륨과 공기 혼합 

가스는 가스 chromatography로 calibration된 15.4 %, 10.6 %, 6.8 %, 4.2 %

의 tank를 준비하 다. 이후 추가적인 실험에서는 1.1 %, 2.0 %, 3.9 %, 6.1 

%, 8.5 %, 9.0 %, 11.7 %, 13.4 %의 혼합 가스를 이용하여 좀 더 정 한 오

차 측정을 하 다. 이러한 기능은 상압에서 아크플라즈마로의 전이를 막아 

안정적인 플라즈마의 생성에 도움을 준다. 펄스방전에 비해 낮은 power 

density로 인하여 연속적인 동작에도 불구하고 Be-Cu 합금 , Ag-W 합금 , 

Pd , W 의 다양한 전극을 시험한 결과 두드러진 전극 표면의 스퍼터링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5.2.21 스파크챔버 개략도

 헬륨-공기 혼합 가스는 가스 chromatography로 calibration된 15.4 %, 

10.6 %, 6.8 %, 4.2 %의 tank를 준비하 다. 이후 추가적인 실험에서는 1.1 

% , 2.0 % , 3.9 %, 6.1 % , 8.5 % , 9.0 % , 11.7 % , 13.4 %의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좀 더 정 한 오차 측정을 하 다. 준비된 혼합가스들은 모두 0.5 

ppm이하의 수증기를 포함하도록 준비되었다. 더불어 방출 분광선을 구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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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100% 헬륨 가스와 질소 가스를 사용하 다.   

그림 5.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펄스방전과는 달리 포집된 방출광의 세기

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launching lens를 전극과 수직으로 바라보도록 고정하

고 광섬유는 lens와 SMA connector로 연결된다. 전극과 launching lens는 

사각의 소형 box 구조에 고정되며 전극은 스크루 탭에 의하여 간격이 조정

될 수 있도록 하 다. 앞서 준비된 혼합가스는 300 sccm flow rate로 소형 

챔버의 아랫부분으로부터 주입되며 챔버의 상단은 핀홀을 가진 아크릴 판으

로 덮어 시각적으로 방전을 관찰할 수 있게 함과 더불어 내부의 압력이 1기

압을 넘지 않도록 하 다. 혼합가스는 Gas tank로부터 챔버 하단의 수직 위 

방향으로 주입된다. 챔버의 내경은 20 mm, 외경은 25 mm이며 챔버의 중앙

부에는 두 전극과 광섬유가 서로 수직으로 바라보도록 챔버의 벽면에 고정

하 다. 

그림 5.2.22 연속방전을 위한 전극 모듈

    (3) 실험결과 및 고찰

   누설 변압기를 이용한 연속방전의 경우, 펄스 방전과 비교할 때 재현성이 

뛰어난 안정적인 플라즈마가 발생되었다. 그림 5.2.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극 양단에 걸리는 전압 Profile을 보면 발생된 플라즈마가 Glow-like한 플

라즈마로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특히 헬륨 100%를 주입하 을 경우, 저항 양

단에 걸리는 전압의 모양을 보면 흐르는 전류가 플라즈마의 collective 거동

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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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3 전극과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profile

또한 20 mA 정도의 낮은 전류가 흐름으로서 전극의 수명이 펄스 방전보

다 훨씬 길고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며 전극으로부터 스퍼터링이 줄어들어 

스펙트럼 상에서의 왜곡도 펄스방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는 점이 있다.    

그림 5.2.24은 헬륨10%-공기 혼합가스를 주입하 을 경우 나오는 여러 분

광선의 세기를 매 5초 간격마다 기록한 것으로서 높은 안정성과 재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24 장시간 운전 시 분광선 세기의 재현성



- 755 -

펄스 방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헬륨계측에 이용할 헬륨 분광선을 선택하

고 스펙트럼 상에 보이는 여러 분광선을 구별하기 위하여 헬륨 100 % 기체

를 주입한 경우와 질소 100 % 기체를 주입한 경우 및 Dielectric barrier 

discharge의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하 다.    

그림 5.2.25에서 보는 바과 같이 587.56 nm , 667.82 nm , 501.57 nm HeI

라인들이 계측에 이용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선택되어졌다. 하지만 667.82 

nm HeI 라인은 헬륨-공기혼합 기체 방전에서는 인접한 다른 기체 분광선에 

의해 겹치면서 실제 이용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그림 5.2.25 연속방전의 분광선 구별

 

   연속방전의 경우는 펄스방전과 달리 방전 조건의 변화를 반 하는 

normalization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한 정도로 방출 분광선의 세기가 안정적 

재현성을 가졌다. 1.1 %, 2 %, 3.9 %, 6.1 %, 8.5 %, 9 %, 11.7 %, 13.4 %의 

헬륨-공기 혼합 기체를 주입하고 스펙트로미터의 integration time을 2500 

msec와 500 msec로 하 을 경우의 501.57 nm HeI , 587.56 nm HeI line들

의 세기가 그림 5.2-26과 그림 5.2-27에 각각 나타나 있다. 23번의 반복적인 

실험에 있어서도 그림에서 보듯 데이터들이 linear fitting으로부터의 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낮은 헬륨 농도에서도 좋은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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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correlation으로부터 정확한 헬륨 농도에 대해 계

측된 헬륨농도가 가질 수 있는 오차는 0.5 %미만이고 time resolution도 500 

msec정도로서 기존의 열전도도를 이용한 계측기가 가지는 약 30000 msec에 

비해 탁월한 강점을 보여준다.

그림 5.2.26 501.57 nm HeI 라인의 세기와  

   헬륨농도 사이의 관계

그림 5.2.27 587.56nm HeI 라인의 세기와  

    헬륨농도 사이의 관계

- 연속방전을 이용한 헬륨 계측기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Prototype의 헬륨 계측기를 실제 환경과 유사한 사각 챔버의 코너에 설치

하여 그 성능을 테스트하 다. 그림 5.2.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극 모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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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 코너에 고정시키고 습도계를 전극 위 5cm 지점에 설치하 으며 

Humidifier를 반대쪽 코너에 위치시켰다. 또한 열전도도를 이용한 헬륨계측

기의 샘플링 튜브를 전극 왼편 바로 옆에 설치하 다.

그림 5.2.28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실험장치 구성

   대기 습도가 약 60 %인 상태에서 챔버 상단을 아크릴로 덮고 챔버 벽면

은 개구를 두어 가스 주입 시 내부의 압력이 1기압을 넘지 않도록 하 다. 

챔버의 아래 중앙에서 100 % 헬륨 가스를 주입하면 대류에 의하여 헬륨 가

스가 혼합이 되며 장시간 후 전극모듈이 위치한 부근의 헬륨 농도는 특정 

농도로 포화되게 된다. 이 농도가 상용의 열전도도를 이용한 계측기에 의해 

측정되고 이것과 방전으로부터 나오는 헬륨 분광선의 세기와의 관계가 그림 

5.2-29과 5.2-30에 나타나 있다. 501.57 nm HeI 라인의 경우 integration 

time을 2500 msec로 고정하 고 587.56 nm HeI 라인의 경우 integration 

time을 변화시켜 보았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열전도도를 이용한 상용의 헬

륨 계측기를 reference로 이용하여 calibration한 경우, 헬륨 농도에 대해서 

헬륨 분광선의 세기가 선형적이고 linear fitting으로부터의 편차 정도가 상당

히 작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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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9 501.57 nm HeI 라인과 

헬륨농도

그림 5.2.30 587.56 nm HeI 라인과 

헬륨농도

   

대기중 수증기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수증기 효과를 살펴본 경우, 스펙트

럼 상에서는 656.28 nm HI의 세기 증가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상황이 관찰

되지 않았다. 습도에 따른 방전에 대한 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631.7 nm 질

소라인 강도를 습도 36 %로 고정된 경우와 44 %에서 82 %까지 증가시킨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그림 5.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습도의 증가에 따라 

방출선 세기의 평균값으로부터 편차되는 정도가 커지지만 절대적인 그 편차

가 크지 않고 더구나 평균값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증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계측기의 정확성이 확보됨을 보여준다.

그림 5.2.31 실제 시스템에서의 분광선 

         세기에 대한 습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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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GOTHIC코드의 3차원 수소해석모델 검증 

   가. 연구 개요

중대사고시 수소분석을 위하여 증기/물 및 증기/물/비응축성기체 등 다상

혼합물의 단일격실 또는 다중격실로의 방출, 혼합, 자연대류 및 강제대류와 

구조물과의 열전달을 포함하여 다양한 열수력학적 변수들에 대한 실험이 수

행되어 왔고, 이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소분석을 목적으로 개발된 전산

코드들의 해석능력이 검증되었다. 이들 전산코드들 중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위하여 울진 3,4 호기에 사용된 CONTAIN 전산코드[5.2-2]는 무차원 방식의 

lumped parameter 모델에 근거함으로서 분석에 한계가 있어 3차원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PRI/NAI에 의해 개발된 GOTHIC 전산코드[5.2-3, 

5.2-4]는 반 3차원(quasi three-dimensional) 수소분석 및 수소제어설비 최적

화에 가장 적절한 전산코드로 알려져 있다. 이 전산코드는 격납건물 및 관계 

설비에 대한 설계, 인허가 및 안전작동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열수력학적 전

산코드다. 그러나 GOTHIC 코드의 개발목적은 다른 여러 CFD 코드와는 다

르다. 즉, 큰 규모의 단순한 격실에 대해서 비교적 큰 전산격자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시스템 코드다. Lumped parameter 계산을 근거로 하는 반 3차원 

해석 코드인 GOTHIC으로부터의 계산결과는 공간적 천이 현상에 대한 근사

적인 계산격자 단위로 평균값의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반 3차원적인 수소해

석 결과는 국부적으로 10 %의 수소농도 제한치를 두고 있는 10CFR50.44(f)

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대사고시 수소거동이나 화염 전파의 측면에서 중요한 격실이나 통로가 

되는 곳에서의 수소제어기 위치설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능동적 

또는 피동적 수소제어설비에 의해 수소농도를 발화준위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격납용기내 중요 격실내에서의 국부적 수소거동이 엄 히 예측되

어야 한다. 만일 수소거동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수소가 확산해 가는 격실

내에 존재한다면 그 장애물은 격실내 큰 수소농도 차이를 국부적으로 발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격실내에서의 수소거동을 해석코드에 의해 예측

하는 것은 수소제어설비 설계 및 사고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실제로 수소제어기와 같은 안전설비의 설계나 위치설정을 위해 국부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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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동에 대한 예측을 위해 여러 전산코드가 사용되고 있지만, GOTHIC 모

델링의 경우에는 작고 복잡한 격실에 대해서 매우 조 한 계산 격자를 필요

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매우 긴 계산시간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GOTHIC 전산코드의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다. 따라서 장애물이 존재하

는 복잡한 격실에서나 규모가 작은 격실에 대해서 조  계산격자를 바탕으

로 한 국부적 수소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고딕코드를 활용하기 앞서 고딕코

드의 3차원적 수소 해석능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나. 검증실험

   상용화된 반 3차원 해석코드인 고딕코드의 수소 혼합모델을 검토하 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행된 해석격실의 규모가 작은 He-Bu 실험과 세분된 수직

사각격실 실험이 코드 검증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작

고 세분된 격실내에서의 빠른 천이에 대한 고딕코드의 3차원적 수소거동 해

석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실험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수소 혼합현상을 평

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여러 코드의 검증시 세계적으로 널리 모사되어 왔던 

규모가 큰 해석격실 실험인 HEDL의 환형격실 실험과 OECD/NEA/CSNI에

서 ISP-35로 채택된 일본 NUPEC의 수소 혼합 및 분포 실험을 토대로 격납

건물내에서의 수소 혼합현상에 대한 고딕코드의 해석능이 검토되었다. 각 실

험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들은 표 5.2.6과 같다.

    표 5.2-6 Verification test condition matrix

Initial condition Boundary condition 
Test Vol. 

(m3) 

Cal. 
Node 
no. 

Injection
Mixture Press.

(kPa) 
Temp.

(oC) 
He 

(Kg/sec)
Steam

(Kg/sec)
Mixture
Temp.

Remarks 

Test A 0.000225 320 He 101.3 25 2.4xE-
06 - 25 Small geometry 

B1 6.7xE-
06 

1.3xE-
04 

Small-subdivided 
compartment Test 

B2 
1.5 2940 He/ 

Steam 101.3 90 1.3xE-
05 

2.6xE-
04 

100 Increased gas 
injection 

Test C 
(HEDL HM-6) 24.644 364 He/ 

Steam 97.6 64.4 Time-varying 
Boundary conditions 

Large-subdivided 
compartment 

Test D 
(NUPEC ISP-35) 931.3 1 He/ 

Steam 139.7 67.3 0.027 0.33 115 Large single node 
comp. 

 

    (1) 실험 A: He-Bu 혼합실험

실험 A의 목적은 n-butane(C4H10) 환경내에서 헬륨의 거동현상을 전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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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예측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일반적인 공기 대신에 부탄이 사

용된 이유는 He/C4H10의 분자량 비율이 H2/air의 분자량 비율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즉, 공기 중에서 수소 혼합체의 거동에 대해서 보다 실질

적인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 할 수 잇다. 본 실험에서 부탄내에서 헬륨의 농

도를 계측하기 위해 그림 5.2-32에서와 같이 레이저 Rayleigh 산란 기법이 

도입되었다. 그림 5.2-32에서와 같이 실험장치는 주 혼합격실과 레이저 산란 

시스템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혼합격실은 가로, 세

로가 0.15 m이고 두께가 0.01 m의 크기로 되어있고, 격실의 앞면과 뒷면에 

시창이 설치되었다. 실험 초기에 혼합격실은 부탄으로 채워져 있고 실험이 

시작되면 혼합격실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직경이 0.005 m인 주입구를 

통해서 헬륨이 주입되고 혼합격실의 오른쪽 상부에 있는 출구를 통해서 외

부로 배출된다. 

                 

Detection Points

L

L

C

U

RC

Detection 
Points

그림 5.2.32 실험 A의 실험장치 개략도 및 계측지점 

   실험 A의 고딕코드 모사에서 그림 5.2.33에서와 같이 실험 A에 대해서 

가로방향으로 0.018 m의 계산격자를 8개의 노드로 구성했고, 세로 방향으로 

5 개의 계산 노드와 높이 방향으로 8개의 계산 노드를 나눔으로써 총 320개

의 계산 노드를 해석모델로 구성했다. 



- 762 -

그림 5.2.33 실험 A에 대한 고딕코드 nodalization

  

 이러한 계산격자 구성은 실제적으로 격납용기내 격실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라나, 본 연구에서는 작은 격실에 대한 고딕

코드의 조 격자 해석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실험 B: 세분된 수직사각격실내에서의 수소혼합 실험

   실험 B는 그림 5.2.34에서와 같이 세분화된 수직사각격실 내에서의 수소 

거동에 대한 고딕코드의 해석능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이다. 고딕코드 해석에

서는 헬륨 혼합체의 국부적 거동 특성을 고려해서 표 5.2.6에서와 같이 두 

실험 조건에 따라 경계조건을 유지시켰다. 즉, 실험 B2는 실험 B1보다 주입 

혼합체의 유량을 두 배로 증가시킨 실험이다. 사각혼합격실은 가로와 세로가 

모두 1 m인 정사각형의 밑면을 가지고 있고, 높이는 1.5 m이므로 총 부피는 

1.5 m
3이다. 이 수직사각격실의 내부에는 평판형 장애물이 그림 5.2.35와 같

이 가로방향으로 놓여있어서 주입된 가스혼합체(헬륨/증기/공기)의 거동을 3

차원적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격실내 국부적 농도차이를 유발하게 된다. 

주입된 헬륨 혼합체는 장애물의 통로를 거쳐 하부격실에서 상부격실로 이동

하게 되고 상부격실의 천장에 있는 배출구를 통해 외부로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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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4 HMS 실험시설의 개념도

 

그림 5.2.35 헬륨 계측지점 

 

 

   혼합격실내에는 상/하부 모두 합쳐 15개의 헬륨 혼합체 축출 라인이 있

고, 각 계측지점마다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어 계측지점의 온도분포를 측정한

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그림 5.2.35와 같이 수직사각격실내의 6개 지점 

즉, 3, 4, 5, 10, 11, 15의 헬륨 농도분포에 대해서만 고딕코드 해석 결과와 비

교 분석되었다.

   본 실험의 목적은 장애물 주변에서 혼합기체의 3차원적 거동에 대한 고

딕코드의 해석능을 검토하는 것이다. 실험 B1에서는 주입 혼합체의 유량을 

헬륨 0.4 g/min과 증기 4 g/min으로 했지만 실험 B2에서는 실험 B1에서의 

헬륨과 증기 유량에 두 배로 주입했다. 실험에서와 같이 동일한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을 바탕으로 실험 B1과 B2가 고딕코드로 모사되었고 이들 조건들은 

표 5.2.6에 나타나 있다. 그림 5.2.36는 실험 B1과 B2에 대한 계산격자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 5.2.36 실험 B에 대한 계산격자



- 764 -

   그림에서와 같이 실험격실 체적에 대해서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각각 

14개의 노드를 구성했고, 높이 방향으로 15개의 노드로 나누어서 총 2940개

의 계산격자를 구성했다. 이러한 계산격자는 고딕코드의 특성상 부합되는 격

자 분할이지만, 그러나 격실내 장애물의 유로 면적이 0.3x0.3 m2 인 것을 고

려해 볼 때 이러한 조  격자분할은 혼합기체의 3차원적 거동을 분석하는 

데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실험 C: HEDL 수소혼합 실험, HM-6

   그림 5.2.37에서와 같이 HEDL 수소혼합실험 중 HM-6는 직경이 10 인치

인 rupture disk 파열 사고 시나리오를 모사한 실험이다. 이 실험은 환형 격

실내에서 계산격자 내 평균 수소농도를 예측하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lumped parameter 코드의 해석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림 5.2.37  HEDL의 HM-6 실험 

   실험 C에서 해석 대상이 되는 수소혼합 격실의 크기는 실험 A와 B에 비

교해 볼 때 매우 크다. 그림 5.2.38에서는 환형 격실내 원주방향으로 30 도, 

90 도, 210 도, 270 도의 위치에 있는 4개의 순환 블라우어를 보여주고 있고, 

이 격실의 외부 벽에는 8개의 배출구가 있다. 헬륨과 증기의 주입 혼합체 노

즐이 원주방향으로 170도 위치에 놓여 있다. GOTHIC 전산코드 모사시 사용

한 계산격자는 그림 5.2.38과 같다.



- 765 -

그림 5.2.38 HM-6 실험에 대한 GOTHIC 계산격자

    

    (4) 실험 D: NUPEC ISP-35 실험

일본 NUPEC의 ISP-35 실험[5.2-5]의 모델 격납용기는 그림 5.2.39에서와 

같다. 실험 격납용기는 직경이 10 m, 높이가 20 m로 총 체적이 1600 m3으로 

일본의 실제 원전에 1/4배의 실험 격납용기다. 그림 5.2.40에서와 같이 격납

용기내를 25개의 계산 cell로 나누었지만, 25번 cell인 돔 격실이 단일 계산격

자로서 고딕코드 검증 모델로 선택되었다. 실제 실험에서는 돔 격실에 대해

서 5개의 지점에서 헬륨농도가 계측되었지만 본 검증에서는 돔 격실내의 한 

지점에서의 헬륨농도가 고딕코드의 해석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5.2.39 ISP-35 

        모델 격납용기

     그림 5.2.40 실험 C에 

       대한 계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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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검증결과 및 토의  

   실험 A (He-Bu 실험)에 대한 고딕코드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에 대한 

비교 결과를 그림 5.2.41이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GOTHIC 계산 

결과는 실험 결과보다 크게 높게 예측되었다. GOTHIC 계산 결과에서 실험 

시작 후 약 50 초가 지났을 때 모든 계측 지점의 헬륨 농도는 부피비로 약 

90 %에 도달하는 반면, 실험 결과에서는 각 헬륨농도 계측지점마다 약간의 

농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분포는 헬륨이 격실내로 주입되는 주입

구 쪽으로 갈 수 록 더 큰 농도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GOTHIC 해석

결과는 실험 A의 전체 천이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작은 격실내에서의 빠른 

천이현상을 모사하는 데 있어서 해석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실험 B의 모사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왼쪽부분의 헬륨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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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운데부분의 헬륨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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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오른쪽부분의 헬륨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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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  실험 A에서 GOTHIC 해석결과 및 실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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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2와 5.2.43은 실험 B1과 B2에 대한 해석적 및 실험적 결과에 대

한 비교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GOTHIC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와 격실

내 전반적인 헬륨분포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하부격실의 계

측지점 3번과 10번의 헬륨 농도분포에 있어서 전혀 다른 예측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계측지점 3은 하부격실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계측지점 10번은 

하부격실의 구석이며 이곳은 판형 장애물의 아랫부분이다. 실험 B1의 계측

지점 3번에서 실험과 해석의 헬륨농도 차이는 실험 시작 3000초 후 약 3 %

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3번과 10번의 농도분포는 실험에서 약 

2 %의 차이를 보이지만 고딕코드 해석 결과는 두 지점에서의 농도분포가 거

의 같게 예측한다. 또한, 하부격실로부터 상부격실로의 통로가 되는 계측지

점 11번의 경우 헬륨의 농도가 장애물 아래에 위치한 10번의 농도 분포와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고딕코드 해석결과에서 계측지점 10번과 11번의 

농도차이는 크게는 약 2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검증 실험의 결과

는 규모가 작은 격실내에서 가스 혼합체 거동상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구

조물 주변에서의 수소 혼합체의 거동을 모사하는 것에 있어서 GOTHIC 활

용의 제한성을 보여주고 있다. 

(a) 하부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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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2 실험 B1의 GOTHIC 해석결과 및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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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부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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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부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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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3  실험 B2의 GOTHIC 해석결과 및 실험 결과

그림 5.2.43은 실험 B1 보다 주입 가스혼합체의 유량이 두 배로 증가한 

실험 B2에 대한 고딕코드 해석 결과다. 그림에서와 같이 해석 결과는 실험

결과와 헬륨거동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일한 계측 지점에 

대해서 크게는 약 8 %의 헬륨농도 차이를 보인다. 또한 하부격실에서의 헬

륨 농도분포가 실험에서는 모든 계측 지점에 대해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만 

코드 해석결과에서는 각 계측지점의 농도차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코드해석과 실험 결과의 차이로부터 실험 B1에 비해 증가된 헬륨 혼

합체의 주입유량으로 인한 빠른 천이현상을 GOTHIC이 모사하는데 제한성

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실험 C 즉, HM-6 실험에 대한 GOTHIC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그림 

5.2.44에서 비교되었다. 전반적으로 코드 해석결과는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한

다. 해석결과와 실험 결과 사이의 최대 헬륨농도 차이는 약 3 % 이내다. 상

대적으로 매우 작은 체적의 실험인 실험 A와 B의 고딕코드 해석 결과와 비

교해서 체적이 약 16배 더 큰 실험 C의 경우에는 실험 종료 시간까지 코드

해석 결과가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45은 본 고딕코드 해석능 검증 모델 중에서 가장 큰 단일 계산격

자 체적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실험 

시작 1500 초 후부터 코드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가 약 1 %의 헬륨농도 차이

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헬륨 농도분포는 매우 유사하다. 931.3 m
3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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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일 계산격자로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는 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큰 체적의 격실을 세

분화한 계산격자 해석 대신 lumped parameter 해석의 경우에 대해서 

GOTHIC은 비교적 잘 수소거동을 예측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림 5.2.44 HM-6 실험에 

대한 GOTHIC 해석 및  

실험 결과

0 400 800 1200 1600 2000
Time (sec)

0.00

0.02

0.04

0.06

0.08

He
 C

on
ce

nt
ra

tio
n 

(x
10

0 
%

)

Cal.
Exp.

          
그림 5.2.45 ISP-35 실험에 

대한 GOTHIC 해석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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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차원 수소 혼합코드(HYCA3D) 개발

   가. 연구 개요

HYCA3D는 중대사고시 원전의 격납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수소와 증기 

혼합체의 3차원적 거동 및 열수력학적 정보를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전산 

코드이다. 3차원 시간종속 Navier-Stokes 방정식이 SIMPLER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다. 수소 또는 헬륨, 증기 및 공기의 혼합체 거동을 모사하기 위

해 연속체 모델이 적용되었고, 여기서 속도장은 이들 기체혼합체의 평균 도

를 이용하는 단일 속도를 정의하 고 각 기체들의 독립적인 거동은 화학종 

수송 방정식에서 고려된다. 아주 느린 유체에 대해서 압력파 전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부적 유체의 도가 평균 유체압력

과 국부적 온도 및 기체 화학종의 상대적 농도의 함수로서 표현된다. 이것은 

Boussinesq approximation이 적용될 수 없는 큰 도차에 의해 유도된 유체

에 대한 모사를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HYCA3D를 구성하고 있는 방정식들

은 직교형 좌표계와 원통형 좌표계로 모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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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6 계산 procedure

   나. 계산 알고리즘

연속 방정식이나 운동량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일계미분방정식에 의해 생

기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HYCA3D 코드에는 겹침격자(staggered grid) 계산

방법을 도입하 다. 속도는 제어체적의 표면에서 계산되고, 다른 변수들은 

계산격자 내에서 계산된다. 계산 순서는 그림 5.2.46에 나타나 있다. 

   다. HYCA3D 검증 해석결과 및 고찰

HYCA3D의 해석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및 해외에서 수행된 

여러 실험을 선택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행된 해석격실의 규모가 작은 

He-Bu 실험과 세분된 원통형 격실 및 수직사각격실 실험이 코드 검증을 위

해서 선택되었다.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작고 세분된 격실내에서의 빠른 천

이에 대한 HYCA3D 코드의 3차원적 수소거동 해석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

실험으로 수행되었다. 수소 혼합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여러 코드의 

검증시 세계적으로 널리 모사되어 왔던 규모가 큰 해석격실 실험인 HEDL의 

환형격실 내에서의 수소 혼합현상에 대한 HYCA3D 의 해석능력이 검토되었

다. 각 실험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들은 표 5.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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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HYCA3D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의 실험조건

Initial condition Boundary condition 
Test Vol. 

(m3) 

Cal. 
Node 
no. 

Injection
Mixture Press.

(kPa) 
Temp.

(oC) 
He 

(Kg/sec)
Steam

(Kg/sec)
Mixture 
Temp.

Remarks 

Test A 0.000225 320 He 101.3 25 2.4xE-
06 - 25 Small geometry 

Test B 1.1775 2600 He/ 
Steam 101.3 90 6.7xE-

06 
1.3xE-

04 100 Cylindrical small 
subdivided 

C1 90 6.7xE-
06 

1.3xE-
04 

Small-subdivided 
compartment Test 

C2 
1.5 2873 He/ 

Steam 101.3 Varying
Temp.

6.7xE-
06 

1.3xE-
04 

100 Local cooling 
wall 

Test C 
(HEDL HM-6) 24.644 1800 He/ 

Steam 97.6 64.4 Time-varying 
Boundary conditions 

Large-subdivided 
compartment 

 

    (1) 실험 A: He-Bu 혼합실험

실험 A (He-Bu 실험)에 대한 HYCA3D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에 대한 

비교가 그림 5.2.47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HYCA3D에 의한 계산 

결과는 실험 결과보다 약간 높게 예측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각 구간 

별(left, central, right seciton) 하부와 중간부 및 상부의 He 농도 분포 경향

은 유사하다. 특히 격실의 중앙부분과 오른쪽 부분에서의 He 농도 분포는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한다는 것을 그림 5.2.47의 (a)와 (b)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47의 (d)는 실험 결과와 HYCA3D 및 GOTHIC 해석 결과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는데 규모가 작은 격실내에서의 He 혼합체의 거동에 대해서 

GOTHIC 전산코드의 해석능력보다 HYCA3D의 해석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실험 B: 원통형 격실 실험

실험 B는 내부 구조가 복잡한 원통형 격실에서의 He 혼합체의 거동에 대

한 HYCA3D의 해석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격실은 반경이 1 m

이고 높이가 1.5 m인 원통형 격실이며 내부에는 그림 5.2-48에서와 같이 판

형 장애물이 혼합체의 주입방향에 수평으로 놓여져 있다. 또한 그림에서와 

같이 격실의 중앙부분에 원통형 장애물이 있어 격실내에서 헬륨 혼합체의 3

차원적 유동을 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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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e distribution at the lef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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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He distribution at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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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e distribution at the right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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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xp./HYCA3D/GOTHIC He 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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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7 실험 A에 대한 실험 및 HYCA3D 해석 결과

              

 

그림 5.2.48 Cylindrical 격실 및 He 계측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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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9은 실험 B에 대한 HYCA3D의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

서와 같이 복잡하고 규모가 작은 원통형 격실내에서의 3차원적 헬륨 거동을 

잘 모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부적으로 각 계측지점에서의 실험 결

과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차이는 전반적인 헬륨

분포를 고려할 때 최대로 2 % 이내다. 그림 5.2.50은 실험 시작 후 5초와 

1000초에서 격실내 기체의 속도분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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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9 실험 B에 대한 결과 및 HYCA3D 해석결과

그림 5.2.50 실험 B의 5 초와 1000 초 후 속도분포

    (3) 실험 C : 수직사각격실 내에서의 수소혼합 실험

실험 C는 수직사각격실 내에서의 수소거동에 대한 HYCA3D의 해석능력

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림 5.2.51에서와 같이 실험 C1에 대한 

HYCA3D의 해석결과는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하부 

격실에서의 헬륨 농도분포에 대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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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규모가 작고 복잡한 격실내에서 3차원적인 빠른 천이현상에 대한 

HYCA3D의 해석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일한 실험에 대해

서 GOTHIC 코드로 해석했을 때의 결과(그림 5.2.52)와 비교해보면 수소거동 

및 사고 관리의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소격실에서의 국부적 수소거동 예측시 

HYCA3D가 GOTHIC 코드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2.53는 실험격실의 상부벽면 냉각 시 헬륨 혼합체의 거동에 대한 

예측결과를 나타낸다. 혼합 격실내 국부적으로 절대적인 헬륨 농도의 측면에

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보다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지만, 각 계측지점

에 대해서 전반적인 헬륨거동을 잘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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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1 실험 C1에 대한 결과 및 HYCA3D 해석결과

(a) 하부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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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부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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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2실험 C1에 대한 결과 및 GOTHIC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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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3 실험 C2의 실험 및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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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est R3

    (4) 실험 D: HEDL 수소 혼합실험, HM-6 

HEDL 수소혼합실험 중 HM-6는 직경이 10 인치인 rupture disk 파열 사

고 시나리오를 모사한 실험이다. 그림 5.2.55는 HM-6 실험 모의계산을 위한 

격납용기 격실의 격자 분할을 나타낸다. θ 방향으로는 20。로 15등분하 고 

r, z 방향으로도 각각 10, 12등분하 다. 상부격실에서부터 하부격실로의 재

순환유동을 모사했다. 방위각 30。, 90。, 210。, 270。, 축방향 

2.36m≤z≤2.76m에 4개의 inflow boundary cell이 있고. 축방향 

4.33m≤z≤4.72m에 등간격으로 8개의 outflow boundary cell이 존재한다. 

격자 내부의 화살표는 헬륨/증기의 주입구 위치를 나타낸다. 주입구는 방위

각 170。, 축방향 z=1.52m에 위치한다.   

그림 5.2.55으로부터 계산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정확

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헬륨의 volume fraction이 실제 실험 값보

다 약 0.5% 정도 높게 나타나지만 이 정도의 오차는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그림 5.2-58에서와 같이Source가 있는 부분의 속도분포는 주입된 헬륨

이 어떠한 형태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이 나오는 것은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Blower의 향 때문이다. 또한 



     그림 5.2.55 실험 결과와 계산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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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9에서와 같이 Recirculator가 있는 부분의 속도분포는 Recirculator

로부터 들어온 Helium이 어떻게 실험장치 내부를 순환하는지를 보여준다. 

Recirculator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장치의 중간 벽쪽에 위치해있다.

그림 5.2.54 HM-6에 대한 계산 

Mesh

그림 5.2.56 2000초에서의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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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7 2000초에서의 속도분포 

(Recirculator) 

2 3 4 5 6
V1

0

0.5

1

1.5

2

2.5

3

3.5

4

4.5

V2



- 777 -

  6. 수소점화기 위치선정 방법론 개발

   가. 수소점화기 위치선정 기준

 중대사고시 수소제어를 위하여 필수적인 수소점화기의 위치 및 수량은 

수소농도 및 연소특성에 대한 해석적 및 실험적 분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먼

저 국부적인 수소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격납건물을 세부 격실로 나누어 

격실별 수소농도를 검증된 전산코드를 통해 분석해야 하며, 각 격실내에 수

소제어설비의 설치를 가정한 연소특성을 고려해서 다시 전산코드를 통해 격

납건물내에서 전반적으로 수소제어가 가능한 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

은 과정을 통해서 수소점화기가 설치되어야 할 격실을 결정한다. 한편, 수소

점화기가 필요한 격실에 대해서 공학적 판단에 의하여 수소점화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은 크기가 작은 격실이나 구조

가 복잡해서 사고시 국부적으로 수소농도 집적이 일어날 수 있는 구역 또는 

빠른 천이현상이 발생하는 특정 격실의 경우에는 격실내 수소농도분포 및 

수소연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수의 수소점화기를 설치하게 된다. 

   나. 설치근거 타당성 평가

    (1) 3차원 혼합실험을 통한 위치선정 근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및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해 수행된 3차원 혼합실험

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소점화기 위치 선정기준을 마련하 다.

  ․실험적 근거

- 체적이 큰 결실에 대해서는 수소발생원 수직상부 근처에 설치해서 수소를 

효과적으로 연소할 수 있도록 수소점화기 위치를 선정한다.

- 수소 발생원으로부터 다른 격실로 대량 이송되는 경로(지점)에 수소점화기

를 설치한다(빠른 시간 내에 다량의 수소를 고갈시키기 위함).

- 규모가 큰 대형 격실에서는 최대 30 ft 간격이내에 설치한다(규모가 큰 격

실의 벽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유공간에서는 기체의 속도가 빠르고 대

류에 의한 혼합에 의해 상대적으로 수소농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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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이 큰 격실의 상층 벽면 설치시 검사 및 보수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

를 선정한다.

- 체적이 작은 격실간의 유로에 설치한다(단시간적 수소 농도 첨두현상 발

생 가능, 발화시 화염전파 통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상습적 수소 집적 가능성이 있는 격실에 설치한다(Dead-end 격실).

- 수소 혼합체의 수직 유동 방향에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의 앞면에 설치

한다(장애물 후면이나 장애물들 사이에는 수소점화기를 설치하지 않음).

    (2) 3차원 수소거동 해석 모델(GOTHIC)을 통한 위치선정 평가

GOTHIC 전산코드를 이용해서 APR 1400 원전의 IRWST 격실을 대상 모

델로 선택해서 IRWST 격실내에서의 국부적 수소거동을 파악하고, 이 결과

를 바탕으로 수소제어기(수소점화기와 PAR) 위치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

토하 다.

기 수행된 MAAP4 해석의 input을 기초로 해서 GOTHIC 전산코드와 서

울대학교에서 개발된 HYCA3D 전산코드를 통해 국부적 수소 거동의 관점에

서의 3차원 혼합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5.2.58에서와 같이 IRWST 격실을 

고딕코드를 통해 해석적으로 모사하 고, 이에 대한 계산격자는 그림 5.2.59

과 같다. 총 계산 노드 수를 24x24x5 (2880 개)로 하 다. IRWST 격실내는 

총 12개의 sparger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76.5o와 103.5o 사이에 6개

가 있고, 166.5o와 193.5o 사이에 나머지 6개가 있다. Sparger를 통해 주입되

는 수소와 증기의 양은 다음과 같다. 수소는 총 12개의 sparger를 통해서 초

당 0.02956 kg이 주입되고 증기는 0.2956 kg이 주입되도록 했다. 초기에 

IRWST 내에 있는 수위의 높이는 3.5052 m이고 IRWST 내의 환경은 14.7 

Psia이고 온도는 120 F로 설정하 다.   

IRWST 격실로부터 상부격실로의 가스이동 통로가 되는 IRWST damper

는 고딕코드로 모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압력 한계치에 따라 열리고 닫히

는 밸브형태의 출구를 이용했다. IRWST 내 압력이 15.3 Psia에 이르게 되면 

개방밸브는 열리게되고 15.1 Psia에 이르게 되면 다시 닫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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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8 IRWST 격실 simulation

그림 5.2.59 IRWST 계산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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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WST 격실에 대한 고딕코드 해석 결과는 그림 5.2.60과 같다. 격실내 

sparger가 연결하는 90o에서 180o 사이에서는 가장 높은 수소농도가 계측되

었다. 그림 5.2.61는 HYCA3D 코드에 의한 결과인데 고딕코드의 해석결과와 

같이 두 sparger 군 사이의 계측지점에서 가장 높은 수소농도를 보여주고 있

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약 10% 이상 낮은 수소농도가 예측된다. 

그림 5.2.60 GOTHIC 전산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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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1 HYCA3D 전산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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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를 비춰볼 때 MAAP4 코드와 같은 격실내 평균 수소농도를 

예측하는 코드를 이용한 해석 결과를 근거로 해서 수소제어기기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격실내 국부적 수소 거동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IRWST 격실내에서의 이러한 국부적 수소 농도분포를 고려해 볼 

APR1400 원전 IRWST 격실내 수소점화기 설치 예정 위치인 90o에서 180o 

사이는 수소 혼합체 거동의 측면에서 타당한 위치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만, 수소제어기기의 개수와 이격거리, 수소점화기의 설치 방향(점화 역 방

향) 및 점화기의 수소 제어능력, PAR의 수소제어 성능에 대해서는 좀더 정

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상의 3차원 수소 혼합실험의 국부적 수소거동에 대한 결과와 전산코드

(GOTHIC 코드와 HYCA3D코드) 해석결과를 토대로 수소 제어계통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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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선정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차세대 수소점화기 위치선

정에 대한 방법론을 수립했다.

   다. 수소점화기 위치선정 방법론 수립

   수소점화기 위치선정을 위해서는 공학적 판단 및 선택된 사고 시나리오

와 이에 따른 생성되는 수소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 및 국부적 수소

농도를 예측함으로써 점화기의 위치선정이 가능하다.

  3D 해석코드를 이용해서 분석 시 소요되는 계산시간과 노력이 

lumped-parameter 코드를 통한 분석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공학적 판

단에 따라 필요에 의해 특정 코드가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의 대표

적인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적합하지만 복잡한 연소 현상을 해석할 수 없고 

느린 연소 현상만 해석할 수 있으며, 개방된 큰 격납건물에서 수소의 주요 

대류 순환로 파악 및 재결합기 위치선정에 적절하다. 반면에 3차원 해석코드

는 계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난류성 연소시에 적절하지만 

lumped-parameter 코드가 가진 검증근거나 적용 경험이 부족하다. 분석수단

으로서 주로 lumped-parameter 코드를 사용했을 경우 사고 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특정 격실이나 lumped-parameter 코드로써 분석이 곤란한 복잡한 조

건에 대해서는 3차원 분석코드로써 보완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선택

된 해석코드를 통한 분석에 있어서도 민감도나 불확실도에 대한 분석을 추

가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초기조건이나 경계조건도 그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APR 1400 원전 수소점화기 

위치선정 방법론 수립을 위해 실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GOTHIC 전산코

드 해석적 방법론이다.

Selecting the accident Scenarios
- In-vessel core-melt progression(MCCI, FCI)
- Determine hydrogen release location 
- Estimate release rate and release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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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lculating whole containment
- Single node calculation per compartment
- GOTHIC, MAAP, CONTAIN

Selecting a serious  compartment
- Note whole compartment calculation results
- Engineering judgments
- Geometry, volume, component, location

Modeling the selected compartment
- Determine the coordinate and node number and size
- Nodalization, B/C, I/C, components
- Determine alternative modeling for a specific geometry

Simulating Hydrogen Mixing and Distribution
- Hydrogen concentration 
- Hydrogen reducing devices

Sensitivity Analysis
- Node size/number
- Variables (B/C & I/C) 
- Engineering alternatives for geometry, components, etc.

Estimating global and local hydrogen concentration
- Possibility of accumulation and burning
- Condition of atmosphere
- Dominant flow pattern of the mixing

Determining the location of hydrogen controller
- Type, distance length, direction, number
- Geometry and compartment to be pass-way of flame 

propagation
- Dead-end com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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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종합 결론 및 향후 계획

제 1 절 주요 연구개발 결과의 요약

1. MMIS 설계평가 및 소프트웨어 검증 

가. MMI 설계현안 평가

  차세대 원자로 제어실 설계팀(KEPRI)과 평가현안 선정, 평가일정, 평가결

과의 반 방안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과제 시작단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 하여 실질적으로 연구결과가 차세대제어

실의 MMI 설계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과제 계획 시 KNGR MMI 

개발팀(KEPRI)와 협의하여 선정한 평가항목 대신에 웨스팅하우스사에서 

AP-600을 개발하면서 도출한 상위레벨의 현안 15개 평가를 요청해옴에 따

라 인간공학 15개의 현안을 2년에 걸쳐 모두 평가하기 위해 평가현안을 분

석하여 5개의 평가그룹으로 분류하는 추가적인 업무가 있었다.

  현안평가 실험 중에 관찰된 인간공학적 결함사항은 즉시 설계자에게 의견

을 제시하여 설계개선에 반 토록 하 으며 실험 중에 수집된 자료는 위탁

과제를 통하여 제 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층분석 및 평가현안과의 연관

관계 해석을 통하여 보다 비중이 있는 인간공학적 결함사항을 설계자에게 

제시하여 설계에 반 하도록 하 다. 피 실험자는 광 3,4호기의 운전원을 

활용하여 운전원의 성능을 평가함으로서 평가의 질을 확보하 다. 

  평가결과 전자식 절차서에 대한 운전원의 수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

다. 운전원이 느끼는 작업부하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고 인식 및 감시측면

에서도 역시 운전원의 성능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소프트제어기

는 현실감이 떨어져서 조작하기에 조심스럽다는 의견과 다중조치 및 동시조

치 상황시 그리고 긴급히 조치해야될 상황시 일일이 제어기를 선택하여 조

치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 다. 그리고 경보에 대해 피

실험자들이 제시한 공통된 의견의 하나는 다량의 경보가 발생하는 비상사고

시 현재 경보시스템이 제공하는 표시방법의 개선을 요구하 다. 

  나. HRA 입력자료 생산

  MMI 기기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전원 수행도 및 오류 가능성에 대

한 향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 다. 특히, 대형정보화면과 CRT, 소프트컨



- 784 -

트롤이 지닌 특성 중에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운전원의 직무에 향을 끼치

는 부분을 HRA에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MMI 기기에 대하여 기능의 상

실 및 기기의 수행도 향 특성에 기인한 작업부하 및 기기부담 항목은 주

효과로 표현하 으며, 조명, 소음, 분진 등의 기기 환경과 기기 배치와 관련

된 작업공간문제에 의한 간접적인 향을 교호효과로 부가적으로 분석에 포

함하 다. 그리고 주효과, 교호효과를 구성하는 항목들의 하위 요소들을 항

목특성으로 명명한 후 상세 분류하여 기존의 HRA를 보완하도록 하 다. 

  APR1400에서는 운전원들은 공통정보에 근거한 상황파악을 위해 대형정보

화면을 집중적으로 탐색해야 하므로 CRT와 소프트컨트롤과는 달리 오류형

성요소(Error Shaping Factor)의 여러 항목특성 중 공통적인 부담요소에 의

해 직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원의 작업위치와의 거리, 조명

문제도 부담요인이 된다. 그러나, 운전원은 원전상태를 탐색할 때는 개인적

인 CRT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MMI 기기의 대부분에서 공통적

으로 탐색부담요소에 의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조작행위시 소프트컨트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때 제어입력과 유

사한 작업 부담이 추가된다. 최초의 설계에서 4대의 CRT와 소프트컨트롤로 

구성되는 개인 워크스테이션은 기기 자체에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

다. 대형정보화면과 결합하여 사용될 경우에 작업공간의 기능적 배치문제가 

  인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어실 기기의 설계 및 통합 과정에서 어떠

한 요인들이 이러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가 점검하고, 오류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오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유도하 다. 

  운전원의 직무는 계통 기기와 같이 단순히 독립적인 단위 기능으로 평가

되어서는 불충분하다. 독립적인 행위로는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더라도 다

른 직무와의 향과 시나리오의 복잡한 전개 및 부분적인 결함의 파급에 따

른 오류 가능성을 반 할 수 있도록 보완하 다. 

다. 계측제어기기 수명평가

디지털기기의 전자기파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섭원(EMI Source)

으로부터는 방출을 억제하고 감응원(receptor)은 외부 잡음에 대한 결합통로

를 차단하고 기기 고유의 전자기파 내성을 키우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기기

의 설계 및 제작에 있어서는 회로에 사용되는 소자의 선택, 간섭원 및 감응

원 간의 부품배치, 필터링, 차폐, 접지, 전원분배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전자

기파 적합성요건을 만족하도록 한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전자기파 

관련 기술기준은 EPRI TR-102323과 Regulatory Guide 1.180의 두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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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된다. 이 두 기준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기기

에 대한 전자기파 기기검증은 시험에 의하여 방출과 내성을 검증하고 특히 

설치방법과 기기배치에 따라 결합경로가 형성되므로 전자기결합을 최소화하

는 설치요령이 필요하다. 특히 커다란 잡음을 일으키는 Arc 용접과 휴대용 

무전기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발전소에 대한 전자기파 환경은 설

치되어 있는 기기 및 설치될 기기의 적합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한다. 직접 측정한 일부 국내의 발전소의 전자기파 세기는 이미 수집

되거나 측정된 국내외 발전소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그 형태와 크기가 유

사하 다.  

 디지털 보호계통의 경우 평균수명이 311년이 나오는 반면 디지털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경우 102년 정도의 수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보호계통의 경우 4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2/4 

논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이 고장이 발생하여도 전체 보호계통의 

고장으로 바로 연계되지 않지만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경우 2 트레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트레인 당 각각의 기기들을 작동시켜 하나의 트레

인에 고장이 발생될 경우 바로 전체 공학적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고장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의 경우 평균수명이 

102년이 계산되어 APR1400의 계측제어 신뢰도 요건인 60년은 충분히 만족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 검증

  APR1400 계측제어 계통에 대한 KEPRI 설계 결과물에 대해서 안전 소프

트웨어 확인 및 검증 계획(SVVP) 및 안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계획(SCMP)

에 대한 독립평가를 수행하 다. 추가적으로 노심보호연산기(CPC)에 대한 

SVVP 및 SQAP에 대해서도 독립평가를 수행하 다. 여기서 각각의 독립평

가 기준 및 요건은 SRP Chapter 7/BTP-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허가 요건 

기준에 따라서 크게 관리적 특성, 구현적 특성 및 자원적 특성 들을 근간으

로 평가하고 평가 사안에 따라 이들의 독립평가 의견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들을 제시하 다. SPM/SVVP, SPM/SCMP, CPC/SVVP 및 

CPC/SQAP의 각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독립검토의견서 형태로 KEPRI로 송

부하 으며 이들의 독립검토의견서는 KEPRI가 KINS로 부터 인허가를 획득

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안전 소프트웨어 요소기술 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확인 및 검증(S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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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SRS) 및 소프트웨어 형상관리(SCM)에 대한 평

가요건 기준 및 절차서를 각각 개발하 다. 이외, 상용 소프트웨어(COTS) 

Dedication 기술 및 실시간 운 체제인 QNX OS Dedication 사례를 연구하

여 KNGR 안전 소프트웨어 Commercial Grade Software-based COTS 평가

절차서를 실무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 고 이를 설계문서 형태로 

재작성하여 KEPRI에 제출하 다.

  디지털 계측제어 인허가 현안사항중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공통모드 원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대처방안으로써 소프트웨어 심층방어 및 다

양성(D-in-D&D) 분석을 하 다. 심층방어 및 다양성과 관련된 각종 규제요

건 및 지침들을 참조하여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에 적합한 평가절차서를 개발

하 다. 이 평가절차서는 크게 계획 및 분석에 대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허가 차원의 상세검토를 위한 전반적인 심층방어 및 다양성 평가항목들을 

제시하 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요구분석/설계단계에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검증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관련 문서에 대해 웹기반 DB 서버를 구

축하 다. DB 자료는 Code & Regulations, IEEE Standards, NUREG 관련 

문서등을 대상으로 하 다. 본 웹기반 DB 서버 개발로 평가자는 각종 기준, 

요건 및 문헌에 대한 검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별로 체계적으로 전산화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2. 디지털 계측제어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 분석

  APR1400 원전의 안전기능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PSA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 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PSA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현재

의 PSA 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 다. 연구결과 디지털 

계통에 대한 정량적 신뢰도 평가가 현재 PSA에서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

기 위해 사용되는 고장수목을 이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의 고장율 평가, 고장 감시기법 효율성 평가, 공

통원인 고장 모델 방법 및 확률 평가 방법 등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기법이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이의 완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

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의 디지털 계통의 원전에서의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에서 정량평가

는 디지털 계통에 정성적 평가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간되는 표준들에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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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표준들과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표준(안)의 내용 그리고 규제와 동 분야

의 관련 기술 현황 분석결과 디지털시스템의 신뢰도평가와 관련된 표준들의 

추후 경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o 정성적 평가 기준 위주에서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 표준의 기본 개념 전

환.

  o 고전적인 구성품(components) 기반 및 최종 제품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

서 전체 생명주기에 걸쳐 신뢰도에 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한 

시스템 분석의 방향으로 전환. 

  그러나 PSA는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이며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

요한 안전성 평가 수단으로 국내에서도 인허가 요건 충족이나 안전성 평가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기능에 사용되는 디지털 

계통의 정량평가는 안전성 평가에서 필수적이다. 

  디지털 계통에 대한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일반요건

이 필요하다. 요건은 디지털계측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계통에 대해 적용되는 

PSA의 기본요건인 모델링 수준의 적절성․정량화 가능성․고장모드의 적절한 반

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전체 원전계통의 PSA와의 호환 및 활용이 가능한 구

조로 모델링이 되어야 하며, 사용된 자료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플랜트 전반에 걸친 PSA결과에 

호완 할 수 있도록 고장수목을 이용한 디지털계통의 정량평가 체계를 마련

하기 위하여 상세수준의 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주요 항목을 도출하 으며, 

연구의 목적상 현재 설계/적용 단계에 있는 계통에 바로 방법론을 적용하여

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또한 원전 

안전계통에의 PSA적용은 처음이므로 신뢰성있는 고장데이터베이스가 전무

하여 기존의 표준을 활용해야 하므로 그 표준의 정확성․현실성을 검증하

으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부분은 아직 세계적으로 공인된 방법론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정량평가에 대한 적용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디지털 시스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

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o 소프트웨어 신뢰도

  o 고장내구성 기법의 검출 범위 평가

  o 공통원인 고장의 적용

  o 디지털 시스템의 고장유형 및 부품 신뢰도 평가

  o 기타 기존 계통 모델링 기법의 한계

  o 디지털 기기의 원전 위험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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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계통에 대한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PSA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과에 미치는 향이 큰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해야한다. 따라서 

현재 원전에의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원자로보호계통에 대한 가상적인 설계

를 설정하여 사례연구를 통해 주요 인자를 도출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

다. 주요인자 도출과 민감도 분석을 통해 고장수목을 이용하는 경우 현실

적인 안전성 분석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 현재의 플랜트 전반의 안전성 분석과 수준을 맞추는 정도를 고려한다

면, 모듈 단위로 고장확률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 모듈단위의 고장확률은 제품 공급자로부터 MIL-Handbook 217F와 같

은 공인된 방법론에 따라 구해진 자료를 사용한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

해 기능상실을 유발하는 소자/고장모드에 대한 고장율 만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

할 경우, 전체 소자의 고장율을 모두 합산하는 보수적인 자료를 적용하

고 이를 정확히 기술하여야한다.

- 디지털 계통의 공통원인 고장의 분석 방법론 및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

지 못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일반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베타 팩터 방법

이나 MGL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공통원인 고장 모델 방법을 적용한다. 

- 기본적으로 프로세서 모듈내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고장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전보호계통 등 단순한 계통에

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감시 타이머 등 고장감시 기법이 적용된 경우 이를 모델에 반 하여야 

한다. 이때 100% 고장 검출이나, 0% 검출과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닌 공학적으로 타당한 검출 효과를 적용하여야한다.

- 상기의 특성 이외에도 위험도 집중 등 디지털 기기의 고유 특성을 분석 

시점의 기술을 반 하여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계통에 대한 PSA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하드웨어 부품이나 보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장율 추정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 기기의 하드웨어 신뢰도 예측 계산은 대상 시스템의 설계자료, 사용환

경 등을 고려하여 신뢰도 예측 대상에 적합한 방법과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

다. 하드웨어의 신뢰도 예측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789 -

- 최신 자료가 현재 생산되거나 사용하는 부품의 고장율을 잘 반 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 데이터 베이스별로 동일 부품에 대하여 고장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는 모델의 차이와 고장자료 생생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용 

대상과 데이터베이스의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각 예측 방법별로 가정과 모델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므로 결과의 

직접 비교시에는 의미를 신중히 파악하여야 한다.

- 그리고 고장 모드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고장 데이터가 세분되어 있으

면 보다 현실적인 PSA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추후 고장자료 분석에 

고려하여야 한다.

  PSA 수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아직까지 제안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연구․

제안된 소프트웨어 신뢰도 평가 방법들을 검토한 결과 시험 및 BBN을 사용

한 소프트웨어 신뢰도 예측방법이 정량 평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이들 방법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정량평가 가능성은 확인하 지만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남아있다. 

  3. 감압조건에서의 원자로용기 ICI 관통부 열적 파손모드 실험 및 해석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 냉각시 ICI 노즐과 Thimble 튜브를 

포함하는 관통부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과 해석 연구를 수행하 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관통부 파손 평가에 대한 기존 실험을 조사하고 

분석하 고 실험장치를 설계하고 해석모델을 결정하기 위하여 APR 1400 원

전의 원자로용기 하부를 정 하게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실험은 

Thermite 반응으로 생성되는 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실험과 유도가열로를 

사용하는 지속가열 실험으로 분리하여 수행하 다. 실험결과를 검증하고 

APR1400 원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LILAC과 FLUENT전산코드를 사용하여 

열해석을 수행하 고 ABAQUS 전산코드를 사용하여 기계해석을 수행하

다. 산화알루미늄 용융물 사용 실험결과, ICI 노즐과 thimble 튜브 사이의 환

형공간 내에 있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재와 외벽냉각은 관통부를 통하여 

용융물이 누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로용기 외벽냉

각은 vessel과 용접부 용발을 크게 감소시켜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외벽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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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중요 중대사고 완화방안임을 확인하

다. 용융물의 질량을 증가한 경우와 vessel을 20。 경사지게 제작한 경우는 

열속이 증가되고 용융물이 관통부를 흘러내렸기 때문에 관통부를 포함한 원

자로용기를 많이 손상시켰으나 압력증가는 관통부 손상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Vessel과 관통부에 대한 지속가열 실험수행 결과,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내벽의 열속이 약 0.35 MW/m2인 상태에서 용융된 

vessel과 ICI 노즐 물질이 옆으로 흘러나왔고 실험 후 관측 결과, 용접부가 

완전 용융하 으나 ICI 노즐의 열팽창 때문에 관통부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

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시 외벽에 주입되는 냉각재 유량을 0.152 kg/s, 

0.118 kg/s, 0.047 kg/s로 변화시킨 결과, 냉각재 주입 유량이 큰 경우는 외

벽에서 냉각이 잘되어 핵비등 이하에서 안정되었고 냉각재 질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외벽에서 막비등 형태를 보 으나 용접부는 약 20 mm 정도 밖에 

용발되지 않아 관통부 누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외벽냉각을 수행한 경우

에는 내부 열속 0.35 MW/m2인 상태에서도 용접부는 많이 용융되지 않아 관

통부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LAC과 FLUENT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용융물 사용 실험과 지속가열 

실험 결과를 검증하 으며, APR 1400 원전을 해석하 다. LILAC과 

FLUENT 전산코드 계산결과는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하여 실험결과와 해석

모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APR 1400 원전의 vessel과 관통부에 

대한 해석결과, 관통부가 최대로 위치할 수 있는 40。 위치의 내부 열속이 

0.3 MW/m
2인 상태에서 외벽냉각을 수행하지 않으면 관통부가 파손되었으나 

외벽냉각을 수행하면 관통부가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유

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ICI 노즐 주변의 응력을 계산한 

결과, 대부분의 응력은 깊이방향의 온도구배로 인한 열응력에 지배받고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vessel 쪽의 용접부가 ICI 노즐 쪽의 용접부에 비하여 

더 빨리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중대사고 설계쟁점 현안평가  

물 혹은 기타 유체가 들어있는 수조 속에 있는 시편에 직/간접 가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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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등을 발생시켜 열전달 혹은 임계열유속 현상 등을 연구하는 가열실험

을 물과 공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모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계산된 macrolayer 두께와 측정한 기포이

탈빈도(bubble departure frequency)를 바탕으로 macrolayer dryout model에 

따라 임계열유속을 계산하여 특정조건에서 임계열유속 상황이 발생하는 지 

판단하 다. 평가 결과, 기존의 임계열유속 실험들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

며 간단한 해석을 통해 기포들이 형성하는 Macrolayer가 임계열유속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CHF

를 예측할 수 있는 상관식을 개발하 으며, 개발된 상관식을 사용하여 기존

의 중대사고 실험 결과를 예측해 보았다. APR 1400 원전 평가에서는 

SULTAN 상관식을 사용하여 원자로용기 외벽에서의 CHF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질량 유량(G < 100 kg/m2s)에 대해 높게 

예측하는 문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0.8 정도의 보정인자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APR 1400과 같은 대용량 가압경수로에 적용시킬 

경우 AP600(600 MWe)과 Loviisa(465 MWe)원전과 같은 소용량 원전의 경

우처럼 ROAAM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대사고 

완화 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성능평가의 목적은 모든 사고 시나

리오에 걸쳐 엄격히 증명되는 것보다  이 방안에 의해 완화가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PR 1400 원

전의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의 최적추정 성공확률

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울진 3&4호기에 대하여 해석한 결과, 

불확실성 분석을 통한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성공확률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APR 1400 원전의 캐비티 바닥 면적은 Sump를 포함하는 경우에

는 EPRI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ump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인 면적 요

건의 만족보다는 현재 APR 1400 원전의 캐비티 설계를 유지하면서 캐비티

가 노심용융물의 퍼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하고 캐비티 바닥 면적이 최대

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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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00 원전의 수소점화기 위치 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OTHIC 코드와 같은 3차원 해석 코드의 혼합 및 연

소계산 능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 고, APR 1400 원

전의 중대사고시 수소제어를 위한 수소점화기 설치 최적위치 선정방법론을 

수립하여 점화기 이격거리 등 규제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및 기타 설

치변수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 다.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캐비

티 성능분석 기술개발 및 설계평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PR 1400의 고

유한 설계 특성에 맞는 캐비티 성능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APR 1400 원전

이 중대사고 완화를 위하여 캐비티가 설계되었는 가를 평가하 다.  

헬륨과 증기의 혼합체를 주입하는 3차원 수소혼합 실증실험에서 수직 육

면체 격실 내에서 증기에 의한 헬륨 거동의 국부적 향성을 분석할 수 있

었고, 냉매를 이용한 국부적 증기 응축 실험과 살수계통 실험을 통해 격실 

내에서 증기와 헬륨 혼합체의 거동을 분석할 수 있었다. 3차원 혼합실험에 

대한 GOTHIC 전산코드 해석결과, 원기둥에 대한 해석결과는 실험결과보다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사각기둥에 대한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절대적인 양에서는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HYCA3D 전산코드를 통한 수소거동 계산결과, 격

실 내에서의 절대 농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 지만 각 계측 지점의 상대적 

거동은 경향과 절대적 양에 있어서도 실험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GOTHIC과 HYCA3D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격납건물내 특정 격실내에서 3차

원 혼합 계산을 수행한 결과와 3차원 수소 혼합실험의 국부적 수소거동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수소 제어계통 설치시 주요 변수선정에 있어서의 타당

성을 검토하 으며, APR 1400 원전의 수소점화기 위치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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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MMIS 설계개선분야

  국제적인 현안인 APR1400 MMIS 인간공학적 설계현안 평가관련 요소 기

술들을 개발하여 국내외학회에 23편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기술의 우수성

과 창의성을 인정받았으며, 20여건의 기술보고서 및 설계 검토보고서들을 생

산하여 APR1400 설계인증을 직접 지원하 다. APR1400 원자로에 도입된 

새로운 디지털 기술 기반의 MMI 설계의 도입에 따른 인적오류 대비를 검토

하기에는 현재까지 수행된 인간신뢰도분석(HRA)으로는 불충분하여, 

APR1400원자로 설계에 따른 HRA 입력자료 도출을 위해, 새로운 인적오류 

재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개발된 방법론에 의하여 주요 사례의 인적오류가능

성을 성공적으로 재평가하 다. 본 기법으로 인하여 MMI 설계에 대한 HRA 

업무의 구체적인 실무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EPRI-URD에서 요구하고 있는 60년 설계수명을 보증하기 위해 현재까지 확

보된 방법이 없으므로 본 과제에서 계측제어기기 60년 수명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개발된 방법론을 DPPS에 적용하여 가용성을 평가하 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인허가 문서 독립평가는 기술적, 조직적, 재정적 독립평가 요건

(IEEE 7-4.3.2)을 만족시킬 수 있었으며, 계획단계 설계문서들에 대한 완벽한 

평가와 지원으로 APR1400 MMIS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소프트웨어 요구분석과 설계단계 평가 방법론을 일

부 확보함으로써 APR1400 상세설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잇도록 하 다. 

APR1400 원전의 안전기능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를 정

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PSA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여, 디지털 계측제어 계

통의 신뢰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신뢰도 등 국제적으로도 기술 미정립 

단계인 분야에서 6권의 보고서 12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좋은 결과를 거두었

다.

  이와 같이 APR1400의 원활한 설계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의 긴

한 협조 하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인허가 상의 문제점까지 즉시 해결하

고자 노력하 고, 원전 현장 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EMI Site Survey를 추가

적으로 수행하고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지원에 활용하 으다. 과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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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설정된 연구 목표의 세부 항목에 대한 도출 및 달성, 2단계의 HRA 결

과에 대한 보완 입력자료 제공 및 MMI 설계의 보완을 위한 권고제시 하

으며 인허가에서 요구하는 HRA와 HSI의 연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제계획서에 설정된 연구 목표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결과와 이의 구체적 활용방안 제시를 

통해 APR1400 MMIS 설계검증 뿐만 아니라 APR1400 이후 원전의 첨단 

MMIS 검증에까지 활용 가능하며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그동안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던 인적오류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로 

MMI설계의 개선 및 인간신뢰도평가에 입력자료 제공하 으며  EMI Site 

Survey 측정결과는 규제기관에서 규제기준 설정에 활용하고 있다. 계획, 요

구분석, 설계 단계의 안전성 평가 및 독립확인 검증은 후속호기의 디지털 소

프트웨어 인허가 및 검증 업무에 대한 Paradigm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APR1400 원전의 안전기능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PSA 방법론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경제

성 제고는 물론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2. 중대사고 연구분야

APR 1400 원전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시 관통부 건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본 과제 연구내용인 고온의 산화알루미늄 용융물을 사용하는 실험을 실험인

자에 따라 총 7 차례 성공적으로 수행하 고 본 과제 연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과제 자문회의를 통하여 실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유도가

열로를 이용한 지속가열 실험도 5 차례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본 연구 목표

를 충분히 달성하 다. APR 1400 원전 원자로용기 관통부 건전성 평가 실

험과 해석을 통하여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내부 열속이 0.35 MW/m2인 경

우에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을 수행하지 않으면 원자로용기가 파손되나 외벽

냉각을 수행하면 원자로용기 관통부가 건전성을 유지하 다. 이와 같이 원자

로용기 외벽냉각 방안 수행으로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APR 

1400 원전의 노내 노심용융물 억류 및 냉각 방안의 정립 및 이 방안의 수행

결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중대사고 완화를 위한 캐비티 성능분석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APR 1400 원전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격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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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내 수소제어와 관련하여 수소점화기 위치 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실

험과 모델개발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개발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

행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들은 APR 1400 원전의 인허가에 매우 중요하게 사

용될 것이다. 

제 3 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향후 연구계획 

  1. MMIS 설계개선분야

  이미 산업계가 APR1400 설계인증을 위하여 본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

으며, 향후 개발할 기술들과 함께 APR1400이 건설되어 최종 운 허가를 획

득할 때까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기술은 APR1400 상세설계 단계에서

도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 기술들은 모든 신규 원전의 MMIS 설계평가

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이 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맞게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첨단 MMIS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법은 그동안 해당 기술분야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첨단 MMI 설계 관련 HRA 입력자료 획득에 획기적인 것으로 APR1400 설

계는 물론 추후 모든 고 신뢰도의 계측제어 기기 설계시 안전성 평가에 활

용가능하며, 직접 관련된 원자력 분야는 물론 제품안전과 같은 유사한 21세

기형 첨단 산업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EMI Site Survey 측정결과는 규제

기관에서 규제기준 개발에, 수명평가 방법론은 APR1400 계측제어계통의 설

계수명 평가에 활용가능하며 추후 원전 계측제어계통 설계시 각 계통의 설

계수명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계획, 요구분석, 설계 단계의 소프트웨어 평

가방법은 국내 APR1400, 일체형원자로, 액체금속로 등에 디지털 소프트웨어 

인허가 Paradigm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APR1400 설계 이후부터의 ITACC 

단계별 설계결과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

  APR1400과 같이 전산화된 기기를 도입하는 원전 제어실의 설계에서 인적 

오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제안된 기

법은 기존의 확률론에 입각하여 제한적으로 평가되었던 MMI 관련 인적오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보강하여 인적오류의 가능성 검토 범위를 확장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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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향후 원전 제어실의 인간공학적 설계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주요 안전성 분석 사례 적용을 통하여 

MMI 기기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의 보완과 원전의 안전성 분석의 입력 정보

가 되도록 도출한 오류 항목에 대하여 간략한 정량화 과정을 추가하 다. 또

한 기기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와 제안된 기법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 가능성 평가로 확장되어야 하며, 기존의 인간 신뢰도 분석 및 

MMI 설계 업무 체제와 결합되도록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MI Site Survey 측정결과는 발전소의 운 상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전자

기 잡음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으므로 추가적인  측정이나 데이터의 수집

이 필요하고 규제요건과 기술기준의 변화를 추적하여 이를 전자기파 기기검

증기술 및 적합성 확보에 반 되도록 해야 된다.

  APR1400 원전의 안전기능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 및 계통의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PSA 방법론 연구 결과는 앞으로 수행될 디지털 

계통의 정량적 평가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

출된 주요인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디지털 계통의 정량평

가가 공학적인 적절성을 가지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디지털 계통 안

전성의 정량적 평가 기술은 원전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보증할 수 있게 하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2. 중대사고 연구분야

원자로용기 관통부 건전성 평가에 대한 실험과 해석 결과는 APR 1400 원

전의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외벽을 냉각했

을 때 원자로용기 ICI 노즐 및 관통부의 건전성에 대한 쟁점 해결에 활용할 

수 있으며, APR 1400 원전 인허가시 이를 보조하는 기술 문서로 이용 가능

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APR 1400 원전 중대사고시 원자로용기 하부에서 

노심용융물 거동 해석 기술 정립에 기여하고 APR 1400 원전의 중대사고 관

리 방안인 원자로용기 외벽냉각 계획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중대사고완화

를 위한 캐비티 성능분석 기술 개발 내용은 APR 1400 원전 인허가시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문서로 이용 가능하다. APR-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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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을 위한 캐비티와 열차폐체 설계가 완료되면 특정 구조에 대한 CHF 거

동 특성 등을 연구하는 데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소점화기 위치 선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은 APR 1400 원전에 대한 

안전지침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해 

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수소생성 및 혼합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3차원 해석코드 HYCA3D와 새로 개발된 헬륨 계측방식은 원자력산

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공학적 분야에 응용될 수 있고 본 연구과제를 통

해 축적된 기초자료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사항에 직접적으로 향을 줄 

수 있다. 본 수소 관련 연구 결과들은 중대사고시 발생되는 수소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한 안전성 규제 지침 마련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와 발전소별 안전성검토(IPE)와 같은 안전성 평가

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해 주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

하여 확보한 실험 장치와 실험 기술은 차후 중대사고 관련 개발 연구에 계

속 활용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와 ·자료는 국내 중대사고 연구 및 중대사고 

대비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외벽냉각시 관통부 건전성 평가와 관련해서

는 내부 열속을 증가시키고 실험용기 경사도를 증가시키는 추가 실험과 해

석이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험장치의 제한성 때문에 vessel 내부열

속이 0.35 MW/m2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러나 원자로

용기 하반구에서의 용융풀이 형성되었을 때 원자로용기 외부로의 열속 결정

에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본 실험에서의 열속보다 증가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장치의 제한성 때문에 vessel 경사도가 20。 인 실

험용기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나 실제 APR 1400 원전의 원자로용기 

관통부의 최대 위치는 약 40。 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APR 1400 원전의 원

자로용기 외벽냉각시 관통부 건전성 평가와 관련해서 내부 열속을 0.4 

MW/m
2보다 증가시키고 실험용기 경사도를 40。 증가시키는 추가 실험과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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