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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는 디지털 계통이 원자력 발전소에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의 증감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수행되었으며, 한

국형 표준 원전의 안전계통에 도입된 DPPS와 DESFAS를 모델링하고 전체 플랜

트 위험도평가 모델인 Risk Monitor용 PSA모델에 결합하여 디지털 시스템이 원전 

위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계통의 경우 아직 

정량화하기 어려운 인자들이 있고, 이의 정량화는 아직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운

전원의 수동조작 실패 가능성’, ‘소프트웨어의 오류 확률’, ‘고장감시 타이머의 고

장검출 확률’을 변수로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디지털 계통의 모델링 및 플랜트 위험도 모델과의 결합은 DPPS와 DESFAS 

각각의 계통 이용불능도를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며, 실제 작동 상황을 정확히 모

사하도록 해당 계측기와 작동기, 해당 신호처리 기기를 정확히 구분하여 플랜트 

PSA 모델을 재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진원전 5,6호기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DPPS와 DESFAS 고장수목 모델을 기초로 이러한 초기사건에 따른 플랜

트 거동분석을 수행하여 Risk Monitor용 PSA모델과 결합하여 디지털 계통의 플랜

트 위험도 영향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원자로정지불능사고(ATWS)빈도는 민감도 분석의 변수 설정에 

따라 연간 8.433E-06에서 1.269E-04까지 15배가량 변화하며, 노심손상빈도(CDF)는 

연간 7.714E-06에서 9.994E-05까지 13배, 대량조기방출빈도(LERF)는 연간 1.243E-

05에서 6.744E-05까지 54배가량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의 결과는 표준원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고유한 위험도 정보 규제 

및 활용분야에 직접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분석의 결과는 설계과정에도 중요한 피드백을 줄 수 있으므

로 이 연구가 규제자 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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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study was performed for evaluating the effect of digital systems on the total 

plant risk. Based on the PSA model for monitoring the plant risk of the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s (KSNPP), we integrate the fault-tree models for 

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DPPS) and digital engineered safety actuation system 

(DESFA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safety-critical I&C systems in the KSNPP. 

In this study, however, three important factors (the probabilities of manual actuation 

failure, the software failure probability, and the watchdog timer fault coverage) are 

treated as the variables of the sensitivity study because quantification methodologies 

for these factors are not developed yet. 

Not only the unavailability of digital safety-critical system, but also the risk effect 

of digital systems on the total plant should be assessed to prove the safety of digital 

systems. In order to develop the realistic model, we investigated the plant behavior 

under specific initiating event condition. As an example we investigated the case of 

small loss-of-coolant accident. Ulchin 5&6 nuclear units are selected as the target 

plant of this study. 

The result of sensitivity study shows that the anticipated-transient-without-scram 

(ATWS) frequency changes from 8.433E-06 (#/yr) to 1.269E-04. The core-damage 

frequency (CDF) changes from 7.714E-06 to 9.994E-05. The large-early-release 

frequency (LERF) changes from 1.243E-05 to 6.744E-05.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in risk-effect analysis of KSNPP. We 

expect that the results from this safety analysis can provide valuable risk insights for 

design feedback. And they can help decision makers evaluate the levels of the plant 

safety likely to result from digital safety-critic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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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본 연구는 디지털 계통이 원자력 발전소에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의 증감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안전

계통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미 많은 디지털 기기들

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비안전 계통의 디지털화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전체

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추측되어서 그 동안 안전성 평가의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형 표준 원전(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P)의 안전계통에도 디지털 기기가 적극 도입됨으로써 원

자력 발전소 전체의 안전성에 최근 도입된 디지털 기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연구·설계중인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

나는 디지털 계측제어계통의 전면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계통 설계의 

채택이 단순화와 표준화를 용이하게 하며 드리프트(drift)나 이력(hysteresis) 문제

가 제거되는 등 운전중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 아날로그 보호계통 기기들의 성능저하, 노후화, 부

품 품귀 등의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아날로그 계통을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졌으

므로, 극히 보수적으로 취급되어 온 안전관련 계통에서도 디지털 기기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중수로인 월성 원전에서는 안전정지 계통에 이미 

디지털 기기들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경수로에서도 영광 3,4 호기에 마이

크로프로세서를 활용한 interposing logic system (ILS)을 도입함으로써 안전 관련 계

통에의 디지털 기기의 적용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표준 원전인 울진 5,6 호기에서도 이러한 추세와 같이 디지털기

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안전계통인 원자로 정지계통과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계통에도 디지털 기기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동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노후 기기

에 대한 디지털 기기로의 대체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원전의 설계는 네

트워크 기능까지 활용하는 본격적인 디지털 계측제어로의 전환을 기본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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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기기 자체의 안전성 평가는 물론이고 이들 기기의 

도입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

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디지털 기기 자체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모델링 방법

에 대해서 보고서[1][2]를 발간한 바 있고, 본 보고서는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 평가 
 

디지털 계통으로의 대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그 대체가 

진행 중인데 비해, 디지털 계통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도 평가 방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그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에 적용하던 평가 방법과는 크게 다른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범용 하드웨어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능을 부여하는 방

식부터 아날로그 시스템과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적용의 유연성(flexibility)은 하

나의 디지털 기기에서 두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다. 또한 공통의 범용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환경에 민감한 기기의 특성상 공통원

인 고장(common cause failure)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공통원인 

고장의 파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다중성을 상실시킬 가능

성을 높이므로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디지털 설계는 다중의 기능을 하나의 하드웨어내에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며 

복잡한 내부 설계로 인해 고장 기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기존의 아날로그 설

계에 비해 분석의 불명확성이 높다. 이러한 불명확성을 극복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련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와 같은 정량평가 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원전의 안전성을 종합적이며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성평가 수단으로 PSA가 사용되고 있으며,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시 인허

가 사항으로 제출이 요구된다. PSA는 논리적으로 이상사건에 대한 발전소 대응을 

모델하며, 이를 통해 각 사고경위의 원인 및 발생빈도를 기기의 단위까지 파악 

할 수 있으며, 각 계통의 주어진 기능을 수행실패에 대해서도 원인과 각 확률 값



 - 9-

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하지 않는 사건의 발생 확률과 원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설계 검증, 정비 최적화 등에 다양하게 이용된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PSA 결과를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이의 채택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 [5]. 또한 PSA는 초기 설계 

단계에 적용되어 설계 검증에 이용되며 설계 개선에도 활용[6]될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자력 산업계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험도 정보 이용 규제 및 활용(risk-informed regulation and 

application; RIR&A)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PSA 활용

의 확장을 의미한다. RIR&A를 위한 공통의 접근 방법은 실제의 현장 경험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PSA로부터 얻게 되는 위험도 추정치들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발전소 위험도 측면에서 중요한 계통/부품들의 신뢰도는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되는 반면 중요하지 않은 계통/부품에 대해서는 규제요건의 완화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위험도에 중요한 계통들이 

PSA 경험에 비추어 적절히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된 계통에 대한 PSA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범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계통의 PSA 방법론 개발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에 의해 수행

된 연구에서는, 원전의 안전관련 디지털 계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기존에 수

행된 바 없으므로 개별 요소의 정량화 보다는 전체적인 모델링에 중심을 두고 

기술되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

소를 가려내어 집중적으로 정밀한 정량화를 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연구가 수행

되어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1][2].  

 

제 3 절  연구 개요 
 

기존에 원전의 안전성 평가에 많이 적용되어온 고장수목(fault tree; FT) 방법

을 이용하여 디지털화된 한국형 표준원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 위험도가 기

존 아날로그 계통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조사하였다.  

기존 아날로그 계통의 구조와는 달리 디지털 보호계통에서는 디지털 발전

소보호계통(digital plant protection system; DPPS)에서 모든 안전변수를 처리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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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은 이 DPPS와 해당 계측기 그리고 원자로트립 스

위치기어(reactor trip switchgear system; RTSS)를 통해 구현되게 된다. 또한 DPPS에

서 전달된 신호를 이용하여 디지털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digital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DESFAS)를 통해 자동화된 안전계통의 작동 개시 신

호를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학적 안전설비 계통은 DESFAS, DPPS, 해당 

계측기, 그리고 해당 펌프와 밸브 등의 작동기를 통해 구현되게 된다. 

계통이나 기기의 이용불능도의 추정을 위한 가장 편리한 접근방법은 운전 

경험으로부터 계통 수준에서 요구시 원자로 정지 실패 횟수를 구하여 통계적으

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표준원전의 DPPS와 DESFAS는 아직 운전이력

이 없고, 설사 운전 이력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기간이 대단히 길지 않으면 요구시 

원자로 정지 실패한 이력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계통 이용불능도를 

추정할 수 가 없다. 따라서, DPPS를 구성하고 있는 계측기, 입/출력 모듈, 마이크

로프로세서 모듈, 계전기 등과 같이 실제의 고장이 발생하는 부품 단위로 세분화

된 계통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로부터 의미 있는 이용불능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계측제어 계통이 실제 작동기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지만 많은 기능의 

개시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는 원전 전체의 플랜트 PSA모델을 계측제어 계통의 모델이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새로운 위험도 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DPPS와 DESFAS 각

각의 계통 이용불능도를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며, 실제 작동 상황을 정확히 모사

하도록 해당 계측기와 작동기, 해당 신호처리 기기를 정확히 구분하여 플랜트 

PSA 모델을 재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작성된 계측기별 DPPS FT모델과 작동신호별 DESFAS FT모

델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 분석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도 디지털 

기기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정밀 모델이 아니고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하

고 주요 인자를 추출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모델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고장확

률, 고장감시타이머 고장 검출확률이나 시스템 고장시 운전원 수동작동 확률 등 

주요 인자에 대한 정량화 방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기의 주요 인자는 민감도 분석의 변수로 처리하여 각각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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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원전의 안전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추후 

상세 인자 정량화 기법을 정립하여 이를 적용할 경우 보다 완전한 분석이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각 인자별로 플랜트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중

요 인자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영향의 범위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할 인자를 선정하는데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진원전 5,6호기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DPPS와 DESFAS 

FT모델을 이용하였다. 총 15종의 원자로 정지 변수 계측기에 대한 FT모델과 총 

12종의 작동신호 트레인별 FT모델을 이용하였다. 디지털 기기의 경우 동종의 가

압경수로 사용이력이 없으므로 기기 공급자가 제공하는 고장확률을 인용하여 사

용하였으며, 디지털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에 대해서는 참고문헌[7][8]에서 

사용한 국내의 고유 운전경험 자료를 활용하였다.  

원전 플랜트 전체의 안전성 분석 PSA 모델로는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을 이용하였다. 이 모델은 사건수목(event tree; ET)를 사용하지 않고 고장

수목(FT)로만 작성된 모델이고 표준 원전인 울진 3,4호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이다. 또한,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은 인허가 이후에도 현장 설계 

변경 사항 및 국내 경험 자료의 일부를 반영하는 등 현재 국내에서 가장 정확하

게 작성된 모델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델 개선과 최신 자료 업데이트로 인해 

Risk Monitor용 PSA의 계산 결과값은 기존의 인허가 모델의 결과값과는 일부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분석의 결과는 표준원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고유한 위험도 정보 규제 

및 활용분야에 직접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분석의 결과는 설계과정에도 중요한 피드백을 줄 수 있으므

로 이 연구가 규제자 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제 4 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개요

를 다루었으며, 제2장에서는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에 대한 설명

과 울진 5,6호기 DPPS와 DESFAS에 대한 전반적인 계통 설명과 모델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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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원전 플랜트 모델인 Risk Monitor용 PSA 모델에 

계측제어 계통인 DPPS와 DESFAS 모델을 결합하기 위한 절차와 결과를 설명하

였고, 제4장에서 민감도 분석 결과를 다루었다. 요약 및 결론은 제5장에서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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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Risk Monitor용 PSA 모델 및 DPPS/DESFAS 모델  
 

제 1 절  Risk Monitor용 PSA 모델 
 

플랜트 PSA 모델로는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을 사용하였는

데 이 모델을 선정한 이유는 울진 3,4호기가 최초의 표준 원전이고 이 PSA 모델

이 이후 표준 원전 계열 PSA 모델의 기본 모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울

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은 인허가 이후에도 현장 설계 변경 사항 및 

국내 경험 자료의 일부 반영 등 현재 국내에 있는 PSA 모델 중 가장 높은 수준

의 PSA 모델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은 울진 3,4호기 건설 단계에서 운전

허가(operating license; OL) 지원용으로 사용된 PSA 모델을 바탕으로 기술 지침서 

개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도 정보 규제 및 활용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된 

모델이다. 울진 3,4호기 Risk Monitor용 PSA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기 배열 상태에 

따른 노심손상빈도 (core damage Frequency; CDF)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모

델이므로 기기 배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건들의 선택에 따라 전통적인 CDF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가질 수 있다. 표 1은 인허가용 PSA 모델과 Risk Monitor

용 PSA 모델간의 특징 및 차이점을 기술하고 있다. 각 모델의 특성을 살펴보면, 

결국 인허가용 PSA 모델이 일반적(generic) PSA모델인 반면 Risk Monitor용 PSA 

모델은 발전소 고유의(plant-specific) PSA 모델임을 알 수 있다[9].  

 

표 1. 울진 3,4호기 인허가용 PSA 모델과 Risk Monitor용 모델의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인허가용 Risk Monitor 용  비고 

개발 목적 인허가 지원 연속적인 위험도 감시   

설계자료 동결일 1994. 9 2000.7  
시운전 이후 890 여건의 설

계변경 내용 검토후 반영 

신뢰도 자료 일반 신뢰도 자료 발전소 고유 신뢰도 자료 KIND 참조 

모델링 접근방법 ET/FT linking 
Integrated FT (one top FT 모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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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인허가용 PSA 모델과 Risk Monitor용 PSA 모델간의 CDF 정량화 결

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허가용 PSA 모델과 Risk Monitor

용 PSA 모델간의 CDF 는 각각 8.25e-6/RY, 7.77e-6/RY으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

며(약 5.8% 감소), 초기 사건별 CDF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보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CDF 정량화 결과의 차이에 대한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발전소 고유의 초기 사건 빈도 자료를 사용 

 발전소 고유의 기기 고장 경험 자료를 반영한 기기 신뢰도 자료 사용 

 현재의 설계를 바탕으로 PSA 내부사건 분석 모델의 업데이트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해 개발된 RPS/ESFAS 신뢰도 상세 모델의 추가 

 전기 관련 회복 조치 분석의 단순화 (인허가용 PSA 모델의 경우 최소 단절 

집합 수준의 매우 복잡한 규칙을 적용하였으나 Risk Monitor용 PSA 모델에

서는 6가지의 규칙으로 보다 보수적인 단순 규칙을 적용함. 그 결과 발전소 

정전 사고(station blackout; SBO)을 포함한 LOOP에 기인한 CDF의 증가를 

가져옴) 

 

한편, 디지털 계통이 전체 플랜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요

평가지표 중의 하나인 대량 초기 누출 빈도 (LERF) 모델이 필요하다. 본 분석에

서는 LERF 기준모델로서 CDF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울진 3,4 호기의 연속적인 

위험도 감시를 위해 최근 개발된 LERF 평가 모델 (RM-LERF 모델) [10]을 사용하

였다. RM-LERF 모델은 NUREG/CR-6595 [11]에서 제안된 단순 격납건물 사건수목

(CET)을 기반으로 울진 3,4 호기 건설 단계에서 운전허가 (OL) 지원용으로 사용

된 LERF 평가 모델 (OL-LERF 모델) 의 분석 결과들을 반영하여 LERF를 계산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LERF 모델이다. 단순 CET의 사용은 미국 NRC의 RG 1.174

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위험도 정보 규제 및 활용(RIR&A)의 목

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RM-LERF 모델에 대한 상세 내용은 KAERI/TR-2025/2002 [10]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보고서의 결과들을 인용하여 RM-LERF 모델에 의한 LERF 

추정 방법 및 결과의 비교 분석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단순 CET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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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 7개의 표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원전 2단계 PSA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CET의 표제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할당한다. 

 노심손상: 1 단계 PSA 결과인 CDF 평가 결과. 

 격납용기 격리나 우회실패: 격납 건물의 우회 및 격리 여부에 대한 표제 

 원자로 냉각 계통 감압: 원자로 냉각 계통의 감압 여부에 대한 표제 

 원자로 용기 파손전 노심 손상 중지: 노심 손상 시작 후 원자로 용기 파손 

이전에 노심 손상의 중지 여부에 대한 표제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노심 용융시 1, 2차 계통의 열수력학적 조건으로 증기 

발생기 튜브의 creep failure의 유발 여부에 대한 표제 

 원자로 용기 파손시 격납용기 파손: 원자로 용기 파손시 격납 건물 파손 여

부에 대한 표제 

 초기 공중 피해의 잠재성: 초기 누출로 인한 인명손상의 잠재성 여부 (방사성 

물질의 양과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항에 해당함)에 대한 표제 

 
표 3은 OL-LERF 모델과 RM-LERF 기준 모델간의 정량화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L-LERF 모델과 RM-LERF 모델간의 LERF 는 

각각 1.24e-6/RY, 1.29e-6/RY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약 1.6% 증가)으로 나타나지

만, 사고 경위별 LERF들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OCA군과 

과도사고 군에 대한 CDF 추정치 차이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OL-CDF 결과와 

RM-CDF 결과를 비교해 보면, LERF 사고경위 #4와 관련한 LOCA 그룹 (ISLOCA 

및 SGTR 제외)의 CDF는 OL-CDF가 RM-CDF의 결과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사

고 경위 #8 및 #10과 관련된 과도사건 그룹의 CDF는 반대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고 경위 #12와 관련한 SGTR에 의한 CDF는 OL-CDF가 RM-CDF의 결과에 비

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표 3의 LERF 사고 경위별 차이는 그

룹별 CDF의 차이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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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울진 3,4호기 인허가용 모델과 Risk Monitor용 모델 정량화 결과 

비교 

 Risk Monitor 용 모델 인허가용 모델 

CDF CDF IE 그룹 IE 주 2) IE 빈도 

(/RY) 평균 백분율

IE 빈도 

(/RY) 평균 백분율 

비고 

LLOCA 1.70E-04 6.80E-07 8.76 1.70E-04 1.05E-06 12.7  

MLOCA 1.70E-04 5.96E-07 7.67 1.70E-04 6.33E-07 7.7 주 3) 

SLOCA 3.00E-03 1.13E-06 14.56 3.00E-03 1.86E-06 22.5  

SGTR 4.50E-03 1.16E-06 14.99 4.50E-03 1.14E-06 13.8 주 4) 

ISLOCA 1.77E-09 1.77E-09 < 0.1 1.77E-09 1.77E-09 < 0.1  

RVR 2.66E-07 2.66E-07 3.43 2.66E-07 2.66E-07 3.2  

LOCA 그룹 

소계  3.84E-06 49.43  4.95E-06 59.9  

LSSB 1.50E-03 1.72E-07 2.21 1.50E-03 1.46E-07 1.8  

LOFW 1.75E-01 3.91E-07 5.03 5.50E-01 1.14E-06 13.8  

LOCV 1.01E-01 1.80E-08 0.23 2.30E-01 2.53E-08 0.3  

LOOP 3.13E-02 2.21E-06 28.46 6.15E-02 8.77E-07 10.6 SBO 포함 

LOCCW 4.28E-01 5.57E-07 7.17 1.54E-01 1.25E-07 1.5  

LOKV 1.31E-03 4.07E-10 < 0.1 1.75E-03 5.48E-10 < 0.1  

LODC 2.62E-03 2.94E-07 3.78 3.50E-03 3.17E-07 3.8  

GTRN 7.79E-01 1.59E-07 2.05 2.98 3.59E-07 4.4  

ATWS 8.40E-06 1.27E-07 1.63 2.04E-05 3.15E-07 3.8  

Transient 

그룹 

소계  3.93E-06 50.57  3.30E-06 40.1  

총 노심손상빈도  7.77E-06 100.00  8.25E-06 100  

주 1) IE 빈도 및 평균값은 점추정치 

주 2) LLOCA (large LOCA), MLOCA (medium LOCA), SLOCA (small LOCA), SGTR (SG tube rupture), ISLOCA 

(interfacing system LOCA), RVR (reactor vessel rupture), LSSB (large secondary side break), LOFW (loss of feedwater), 

LOCV (loss of condenser vacuum), LOOP (loss of off-site power), LOCCW (loss of component cooling water), LOKV 

(loss of a 4.16 KV bus), LODC (loss of DC), GTRN (other transients), ATWS (anticipated transient w/o scream),  

주 3) ATWS 의 사고 경위 중 PSV 열림고착 (stuck open) 은 MLOCA 에 포함함. 

주 4) ATWS 의 사고 경위 중 consequential SGTR 은 SGTR 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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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울진 3,4 호기 RM-LERF 모델과 OL-LERF 모델의 정량화 결과 

비교 

RM-LERF 모델 OL-LERF 주 2) 
LERF 경위 

CDF(/RY) LERF(/RY) CDF(/RY) LERF(/RY) 
비고 

LERF-SQ#4 1.09E-8 2.02E-8  

LERF-SQ#8 1.16E-8 1.08E-8  

LERF-SQ#10 7.17E-8 5.69E-8  

LERF-SQ#12 

7.77E-06 

1.17E-6 

8.25E-06 

1.15E-6  

Total LERF  1.26E-6  1.24E-6  

주 1) LERF 는 평균값에 대한 점추정치임. 

주 2) 울진 3,4 호기 2 단계 PS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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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PPS FT 모델 
 

DPPS는 원자력발전소에 운전 사고 (anticipated operational occurrences; AOO) 

발생시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 있는 안전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자로 

정지 신호를 제공하고, 사고시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engineered safety feature 

actuation system; ESFAS)을 보조하여 사고 결과를 완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DPPS는 발전소가 원자로 정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

지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그림 1의 개념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다중

성을 갖추고 있으며 각 프로세서의 기능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

림 1은 아날로그 변수 13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 DPPS는 노심 보호 

연산기(core protection calculator; CPC)로부터 입력되는 디지털 변수 2개를 위한 디

지털입력 모듈도 추가로 존재한다.  

KSNPP의 DPPS는 측정 채널 또는 CPC로부터 발생한 신호에 대하여 입력 

모듈을 거쳐 정지논리(bistable; BS) 프로세서모듈에서 각 정지 변수별로 설정치에 

도달하였는지의 비교를 수행한 후, 다중 채널의 비교 결과를 동시논리(local 

coincidence logic; LCL) 프로세서에서 최종적인 정지 신호를 생성한다. 이 신호가 

개시 회로로 전송되어 정지 회로 차단기(trip circuit breaker; TCB) 개방을 통하여 

제어봉 구동장치(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CEDM)의 코일을 비여자시킴으로

써 모든 제어봉들을 노심하부로 떨어지게 하여 원자로 정지 기능을 수행한다. 

원자로의 정지 기능은 운전원의 수동 정지 이외에 0-10V의 전압 신호치를 

이용하는 13개의 아날로그 신호와 CPC로부터 제공되는 2개의 디지털 신호 

(DNBR 및 LPD)로 총 15종의 원자로 정지 신호에 의해 수행된다. 각 정지변수는 

증기 발생기 #1과 #2에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변 과출력 (variable overpower) 

고 대수 출력 (high logarithmic power) 

고 국부 출력 밀도 (high local power density)  

저 핵비등 이탈율 (low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가압기 저 압력 (low pressurizer pressure) 

가압기 고 압력 (high pressurizer pressure) 

증기 발생기 저 압력 (low steam generato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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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발생기 저 수위 (low steam generator level) 

증기 발생기 고 수위 (high steam generator level) 

격납 건물 고 압력 (high containment pressure) 

원자로 냉각재 저 유량 (low reactor coolant flow) 

 

또한, 상기의 자동 정지 신호 이외에 운전원에 의한 원자로 수동 정지 기능

이 DPPS에 포함된다. 운전원에 의한 수동 정지는 주제어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정지 스위치기어 케비넷, 또는 원격제어반(remote shutdown panel; RSP)에서도 가능

하다.  

DPPS에 이용되는 디지털 기기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로 분류되

는 장비이다. PLC는 소규모 처리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디지털 제어기기 

집합의 통칭인데, 입력 모듈과 프로세서 모듈, 출력 모듈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프로세서 모듈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소프

트웨어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PLC의 기능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제작사에서 판매하는 툴을 이용하여 쉽게 작성하고 탑재(upload)할 

수 있다. 

정지변수별로 4개 채널의 측정 루프로부터 전달된 신호는 아날로그 입력모

듈을 거쳐 BS 프로세서 모듈로 전달된다. 아날로그 입력(analog input; AI) 모듈에

는 analog-to-digital converter (ADC)가 내장되어 있어 BS 프로세서 모듈은 버스를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디지털 연산을 이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CPC에서 계산하

는 DNBR과 LPD의 경우는 측정 신호들이 CPC로 전송된 후 원자로 정지 설정치

에 도달했는지는 계산하여 디지털 입력(digital input; DI)모듈을 통해 BS 모듈에 전

달된다.  

일단 BS 프로세서에 제공된 신호들은 미리 정해진 원자로 정지 설정치와의 

비교를 거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 15개의 정지 변수가 있으며, 각각에 대해

서 BS 프로세서가 설정치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은 4개의 독립된 

채널 내부에 각각 2대씩 총 16대가 설치된 BS 프로세서 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

된다. 각 디지털 모듈의 배치와 신호 흐름은 그림 2에 도시한 바와 같다. BS 프

로세서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은 각 변수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각각

의 BS 프로세서가 모든 변수에 대한 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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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출력하는 것이다. 

설정치와의 비교가 끝나면 그 신호들은 그림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른 

채널의 LCL 프로세서들을 포함한 모든 LCL 프로세서에 전달된다. 이 과정은 

RS-232 포트를 이용한 디지털 통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디지털 통신의 내용중

에는 BS 프로세서의 자체 건전성을 점검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수신측인 LCL 

프로세서에서는 신호를 보내온 BS 프로세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전

성 증진을 위해 정지 신호가 생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를 수행한다. 이 프로

세서 간의 신호전달의 상세한 배열은 그림 3에 정리한 바와 같다. 각 LCL 프로

세서들은 4개 채널의 BS 프로세서들의 신호를 모두 받아서 판단을 내리는데, 4개

의 채널 중에서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정지 신호를 발생시켰을 경우 최종적으로 

원자로 정지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 과정은 총 16개의 LCL 프로세서 각각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LCL 프로세서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은 각 정지 변수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각 LCL 프로세서에서 생성된 원자로 정지신호는 역시 각 LCL 프로세서별

로 독립 할당된 디지털 출력 모듈을 통해 중첩계전기(interposing relay)로 전송된

다. 이때 각 LCL 프로세서를 감시하는 감시타이머(watchdog timer)에서 생성된 신

호와 합성된다. LCL 프로세서 모듈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여 주기적으로 신호를 heart beat의 형태로 감시 타이머에 전달하는데, 이 heart 

beat이 일정한 시간이상 감시타이머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감시타이머는 해당 프

로세서 모듈이 비정상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장시 안전(fail safe)개념에서 

원자로 정지 신호를 발생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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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PPS의 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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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PPS 단일 채널 내부의 기능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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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PPS 결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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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의 작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실패 확률, 즉 작동요구시 실패 확률 

(failure probability on demand)을 추정하기 위하여 NUREG/CR-2300 [12]에서 제시하

고 있는 고장 수목 분석 기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고장수목의 구성과 정량화를 

위하여 KIRAP (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 전산 코드([13], 

[14])를 이용하였다. 

다음과 같이 분석의 대상을 한정하고 가정을 도입하였다.  

 

1. 고유기능인 원자로 정지의 성공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능 또

는 설비들은 고장 수목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시

계, 기록계, 경보장치, 시험회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대개의 부품은 여자상태에서 운전되므로 고장 즉시 해당 채널의 정지 및 

지시계 표시 등을 통하여 발견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모든 고장은 시험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분로 코일 (shunt coil)을 제외한 모든 DPPS의 채널 및 부품들은 여자 

(energized) 상태에서 운전되므로 전원 공급기 고장을 포함한 계측 전원의 

상실은 원자로 정지 신호의 발생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즉, 계측 전원

의 공급 실패는 성공적인 원자로 정지를 의미하므로 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전원의 상실에 의한 분로 정지 장치의 작동 실패는 저전압 

(under-voltage) 정지 창치에 의한 원자로 정지의 성공을 의미하므로 (상호 

배반 사건), 분로 정지 장치를 위한 전원 공급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채널의 우회와 정지는 계통의 성공 기준에서 차이를 만들어 최종 이용불

능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는 채널의 우회는 고려하지 않았다.  

5. DNBR, LPD 및 가압기 저압력의 경우 자동 우회 기능의 수동 선택이 가

능하여 운전원의 오작동에 의해 정지 신호가 잘못 우회될 가능성도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6. 고장감시타이머나 프로세서-프로세서 감시를 통해 기기의 이상을 감지하

여 정지신호를 출력하는 경우 경보가 발생하게 되므로, 운전원이 기기의 

고장을 감지하고 해당 채널을 bypass시킨 후 정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

게 bypass를 시킬 경우 계통의 구조는 일시적으로 2/4 구조에서 2/3 구조

로 변화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일시적 구조변화의 효과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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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았다. 

7. 기기의 점검주기는 계측기는 1년, 신호처리 장비는 1개월로 가정하였다. 

디지털 기기의 경우 자동시험이 가능하여 시험 주기를 크게 단축시키고 

시험시간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짧게 할 수 있어 기기의 건전성을 크

게 높일 수 있으나, 아직은 자동시험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동시험으로 인한 시험 주기의 단축은 무시하였다. 

 

DPPS 고장 수목의 정량화를 위해 이용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디지털 기

기와 기존 기기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디지털 기기: 국내외에서 동종의 가압경수로용 기기의 사용이력이 없으므로 

기기 공급자가 제공하는 고장확률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기기 공급자의 

자료[15]와 관련 보고서 리뷰 자료[16]를 참조하였다.  

- 기존 기기: 디지털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는 국내외에서 운전경험이 풍

부한 편이므로 사용이력을 반영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참고문헌[7]에

서 사용한 국내의 고유 운전경험 자료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모델에서 사용된 자료는 선행 보고서[1]에 값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보고서

에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표 4에는 각 신호별 DPPS 이용불능도 고장수목 

모델을 정량화한 결과를 보였다. DPPS계통 고장수목의 정성적 평가 결과인 최소

단절집합은 표 5에 수록하였는데, 보고서의 지면 관계상 GRPTOP-LSP1의 정점사

건에 대해 1E-10이상의 최소단절집합만을 기술하였다. 각 최소단절집합의 중요도 

척도로는 허셀베슬리 중요도(FV)를 참고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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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준 원전 DPPS 정지변수별 이용 불능도 

 

번호 정점사건명 변수명 이용불능도 

1 GRPTOP-VOP Variable Overpower 2.78E-04 

2 GRPTOP-HPL High Logarithmic Power Level 2.77E-04 

3 GRPTOP-HLD High Local Power Density   8.96E-04 

4 GRPTOP-DNB 
Low Departure from Nucleate Boiling 

Ratio 
8.96E-04 

5 GRPTOP-HPP High Pressurizer Pressure 6.07E-05 

6 GRPTOP-LPP Low Pressurizer Pressure 6.07E-05 

7 GRPTOP-LSL1 Low Steam Generator1 Water Level 4.36E-05 

8 GRPTOP-LSL2 Low Steam Generator2 Water Level 4.36E-05 

9 GRPTOP-HSL1 High Steam Generator1 Water Level 4.36E-05 

10 GRPTOP-HSL2 High Steam Generator2 Water Level 4.36E-05 

11 GRPTOP-LSP1 Low Steam Generator1 Pressure 6.07E-05 

12 GRPTOP-LSP2 Low Steam Generator2 Pressure 6.07E-05 

13 GRPTOP-HCP High Containment Pressure 6.07E-05 

14 GRPTOP-LSF1 
Low Steam Generator1 Reactor 

Coolant Flow 
7.67E-05 

15 GRPTOP-LSF2 
Low Steam Generator2 Reactor 

Coolant Flow 
7.67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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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LSL1 신호에 대한 FT모델 최소단절집합 

 

번호 확률 FV값 기본사건들      

1 3.66E-05 0.8403 RPOPHPUSH MFLTK-LSL1     

2 5.37E-06 0.1233 RPRBW      

3 9.40E-07 0.0216 RPOPHPUSH RPIMW     

4 3.37E-07 0.0077 RPOMW RPOPHPUSH     

5 2.88E-08 0.0007 RPOPHPUSH MFLTYA-LSL1 MFLTYC-LSL1 MFLTYD-LSL1   

6 2.88E-08 0.0007 RPOPHPUSH MFLTYA-LSL1 MFLTYB-LSL1 MFLTYC-LSL1   

7 2.88E-08 0.0007 RPOPHPUSH MFLTYA-LSL1 MFLTYB-LSL1 MFLTYD-LSL1   

8 2.88E-08 0.0007 RPOPHPUSH MFLTYB-LSL1 MFLTYC-LSL1 MFLTYD-LSL1   

9 2.31E-08 0.0005 RPRBDB RPRBDD     

10 2.31E-08 0.0005 RPRBDA RPRBDC     

11 1.33E-08 0.0003 RPOPHPUSH RPPMWBI     

12 1.08E-08 0.0002 RPPMWLL RPOPHPUSH RPWDJB2 RPWDJB4 RPWDJD1 RPWDJD3 

13 1.08E-08 0.0002 RPPMWLL RPOPHPUSH RPWDJA2 RPWDJA4 RPWDJC3 RPWDJC1 

14 1.08E-08 0.0002 RPPMWLL RPWDJA1 RPOPHPUSH RPWDJA3 RPWDJC3 RPWDJC1 

15 1.08E-08 0.0002 RPPMWLL RPOPHPUSH RPWDJB1 RPWDJB3 RPWDJD2 RPWDJD4 

16 1.08E-08 0.0002 RPPMWLL RPOPHPUSH RPWDJA2 RPWDJA4 RPWDJC2 RPWDJC4 

17 1.08E-08 0.0002 RPPMWLL RPOPHPUSH RPWDJB1 RPWDJB3 RPWDJD1 RPWDJD3 

18 1.08E-08 0.0002 RPPMWLL RPOPHPUSH RPWDJB2 RPWDJB4 RPWDJD2 RPWDJD4 

19 1.08E-08 0.0002 RPPMWLL RPWDJA1 RPOPHPUSH RPWDJA3 RPWDJC2 RPWDJC4 

20 6.95E-09 0.0002 RPUVW RPSHW     

21 2.53E-09 0.0001 RPOPHPUSH RPIMRB1 MFLTYA-LSL1 MFLTYC-LSL1   

22 2.53E-09 0.0001 RPOPHPUSH RPIMRB1 MFLTYC-LSL1 MFLTYD-LSL1   

23 2.53E-09 0.0001 RPOPHPUSH RPIMRC1 MFLTYA-LSL1 MFLTYB-LSL1   

24 2.53E-09 0.0001 RPOPHPUSH RPIMRB1 MFLTYA-LSL1 MFLTYD-L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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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3E-09 0.0001 RPOPHPUSH RPIMRA1 MFLTYB-LSL1 MFLTYD-LSL1   

26 2.53E-09 0.0001 RPOPHPUSH RPIMRD1 MFLTYB-LSL1 MFLTYC-LSL1   

27 2.53E-09 0.0001 RPOPHPUSH RPIMRD1 MFLTYA-LSL1 MFLTYC-LSL1   

28 2.53E-09 0.0001 RPOPHPUSH RPIMRD1 MFLTYA-LSL1 MFLTYB-LSL1   

29 2.53E-09 0.0001 RPOPHPUSH RPIMRC1 MFLTYA-LSL1 MFLTYD-LSL1   

30 2.53E-09 0.0001 RPOPHPUSH RPIMRA1 MFLTYC-LSL1 MFLTYD-LSL1   

31 2.53E-09 0.0001 RPOPHPUSH RPIMRA1 MFLTYB-LSL1 MFLTYC-LSL1   

32 2.53E-09 0.0001 RPOPHPUSH RPIMRC1 MFLTYB-LSL1 MFLTYD-LSL1   

33 1.11E-09 0 RPUVW RPSHDA RPSHDC    

34 1.11E-09 0 RPUVW RPSHDB RPSHDD    

35 8.64E-10 0 RPMWW MFLTK-LSL1     

36 5.46E-10 0 RPUVEB RPSHDB RPRBDD    

37 5.46E-10 0 RPUVED RPSHDD RPRBDB    

38 5.46E-10 0 RPUVEC RPSHDC RPRBDA    

39 5.46E-10 0 RPUVEA RPSHDA RPRBDC    

40 2.22E-10 0 RPOPHPUSH RPIMRC1 RPIMRD1 MFLTYB-LSL1   

41 2.22E-10 0 RPOPHPUSH RPIMRA1 RPIMRC1 MFLTYB-LSL1   

42 2.22E-10 0 RPOPHPUSH RPIMRA1 RPIMRB1 MFLTYD-LSL1   

43 2.22E-10 0 RPOPHPUSH RPIMRA1 RPIMRB1 MFLTYC-LSL1   

44 2.22E-10 0 RPOPHPUSH RPIMRC1 RPIMRD1 MFLTYA-LSL1   

45 2.22E-10 0 RPOPHPUSH RPIMRB1 RPIMRD1 MFLTYC-LSL1   

46 2.22E-10 0 RPOPHPUSH RPIMRB1 RPIMRC1 MFLTYD-LSL1   

47 2.22E-10 0 RPOPHPUSH RPIMRB1 RPIMRC1 MFLTYA-LSL1   

48 2.22E-10 0 RPOPHPUSH RPIMRA1 RPIMRD1 MFLTYB-LSL1   

49 2.22E-10 0 RPOPHPUSH RPIMRB1 RPIMRD1 MFLTYA-LSL1   

50 2.22E-10 0 RPOPHPUSH RPIMRA1 RPIMRD1 MFLTYC-LSL1   

51 2.22E-10 0 RPOPHPUSH RPIMRA1 RPIMRC1 MFLTYD-L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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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ESFAS FT 모델 
 

DESFAS는 발전소 보호계통의 일부로서 설계 기준 사고 시 그 사고의 결과

를 허용치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안전 관련 계통 기기들의 작동 기

능을 제공한다. ESF 작동 신호는 자동으로 DESFAS를 통하여 발생되며, ESF 관련 

기기들을 위한 제어회로는 적절한 기기 운전을 위한 순서를 제공한다.  

DESFAS는 각각의 공정 변수에 대하여 전기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서 물리

적으로 격리된 4개의 계측채널이 제공되며, 이 신호를 DPPS에서 처리하여 설정

치를 초과하였는지의 결과를 DESFAS에 넘겨준다. ESF 작동 신호를 발생하기 위

해서는 해당되는 어떤 한 개의 공정 변수에 대하여 2개 채널의 동시 작동이 요

구된다. 그러나 채널당 한 개의 개시 회로와 연결된 트립 차단기(trip circuit 

breaker; TCB)를 작동시키는 원자로정지 기능과는 달리, DESFAS는 채널당 2개의 

개시 계전기로부터 트레인별로 구분 설치된 2개의 ARC를 통하여 관련 펌프 또

는 밸브들에 작동 신호를 제공한다.  

DESFAS는 감시되고 있는 공정변수가 보호동작이 요구되는 상태에 도달되

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ESF 작동 신호들을 발생시킨다.  

안전주입 작동신호 (safety injection actuation signal; SIAS)  

격납건물 격리 작동신호 (containment isolation actuation signal; CIAS)  

격납건물 살수 작동신호 (containment spray actuation signal; CSAS)  

재순환 작동신호 (recirculation actuation signal; RAS) 

주증기 격리신호 (main steam isolation signal; MSIS) 

보조급수 작동신호 (auxiliary feedwater actuation signal; AFAS) 

 

이들 신호들은 핵증기공급계통(nuclear steam supply system; NSSS) ESF 작동신

호로 분류되는 반면, 이 외에 보조설비 (balance-of-plant; BOP) ESF 작동 신호들로 

구분되는 핵연료건물 비상환기 작동신호 (fuel building emergency ventilation 

actuation signal; FBEVAS), 격납건물 배기 격리 작동신호 (containment purge isolation 

actuation signal; CPIAS) 및 주제어실 비상환기 작동신호 (control room emergency 

ventilation actuation signal; CREVAS)들이 있다. 그리고, 보조급수 작동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밸브와 펌프들은 DPS에 의해서도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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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S는 냉각재 상실사고 (LOCA), 이차측 파단사고 (LSSB), 증기발생기 튜

브 파단사고 (SGTR), 제어봉 인출과 같은 사고시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에 붕산

수를 주입하여 정지여유도를 확보함과 아울러 노심 및 핵연료의 손상을 최소화

한다. 가압기 저압력(1762psig) 또는 격납건물 고압력 (1.9psig)의 2/4동시논리에 

의해 발생한다. 가압기 저압력 트립은 가변설정치로서 가변 설정치는 발전소 정

지를 위하여 수동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가압기 압력이 400psig이하로 떨어지

면 가압기 저압력에 의한 SIAS는 우회가능하다.  

CIAS는 LOCA 또는 LSSB사고시에 격납건물을 관통하는 배관들을 차단하여 

방사능 물질의 외부 누출을 방지한다. 관련 공정 변수는 SIAS와 공유하므로 

CIAS 신호 역시 가압기 저압력(1762psig) 또는 격납건물 고압력(1.9psig)의 2/4 동

시논리에 의해 작동된다.  

CSAS는 LOCA 또는 LSSB 사고시에 하이드라이진과 붕산수의 혼합물을 격

납건물내 대기에 살수하여 열제거 및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 열제거 기능은 격

납건물의 온도와 압력을 설계치 이하로 유지하게 함으로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한다. CSAS는 격납건물 고-고 압력 (20psig)의 2/4 동시논리에 의해 발

생한다.  

RAS는 안전주입이 요구되는 사고에서 장기 노심 잔열 제거를 위하여 격납

건물 집수조로부터 붕산수를 주입하는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재순환 운전모드를 

제공한다. RAS는 재장전수 탱크 저수위 (7.6%)의 2/4 동시논리에 의해 발생된다.  

MSIS는 LSSB 사고시에 격납건물의 에너지 방출과 계통 과압을 방지하며, 

증기발생기 취출수계통을 격리하여 노심 열제거원의 상실을 방지한다. MSIS는 어

느 한쪽의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하더라도 모든 증기발생기의 주증기, 주급수, 취

출수관 및 시료채취관들을 격리시킨다. MSIS는 증기발생기 고수위 (협역 93%), 

증기발생기 저압력 (885psia), 또는 격납건물 고압력 (1.9psig) 신호의 2/4 동시논

리에 의해 발생한다. 증기발생기의 저압력 트립은 단방향 VSP를 사용하며, 발전

소 정지를 위하여 수동으로 설정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  

AFAS는 급수상실사고 (LOFW) 또는 LSSB 사고시에 증기발생기 저수위 (광

역 23.5%)인 증기발생기에 보조급수를 공급한다. AFAS에는 관계된 증기발생기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된다. 즉, AFAS-1신호는 증기발생기 #1에 속하며, AFAS-2 신

호는 증기발생기 #2와 관련된 기기들을 작동시킨다. AFAS신호는 랫칭과 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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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의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ESF 기기의 신호방식과 동일한 랫칭 AFAS는 

한번 작동되면 리셋후 수동 정지할 때까지 계속 동작되는 신호인 반면, 싸이클링 

AFAS는 동작된 보조급수 배관상의 밸브로 하여금 증기발생기의 수위신호에 근

거하여 자동으로 열림-닫힘을 반복하는 방식의 신호이다.  

 

전체적인 신호처리 과정중 초기의 계측 및 설정치 비교 부분은 DPPS에서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과정과 동일하며, ESF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변수는 DPPS에서 DESFAS로 전송된다. DPPS의 4개 채널로부터 각각 출력이 전

달되며 하나의 DESFAS 프로세서는 두개의 입력(A와C 또는 B와D)을 받아 이를 

OR논리로 처리하고 이것을 출력모듈을 통해 신호를 생성한다. 두개의 프로세서

의 출력 신호는 Opto-coupler를 통해 AND논리 처리가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선

택적 2/4논리를 수행하게 된다.  

DESFAS 내에는 총 4개의 프로세서 모듈이 있으며, 펌프와 밸브의 제어를 

위해 각각 2개씩의 모듈이 할당된다. 즉, 단일 작동기의 입장에서는 2개의 프로

세서를 통해 처리된 신호를 Opto-coupler를 통해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호의 흐름은 그림 4,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모든 ESF 작동 신호들의 

ARC 트립랙들은 위에서 언급한 자동 트립 외에도 수동 트립 스위치에 의해서도 

작동 가능하다. 하지만, 정상 상태로의 수동 복구는 AFAS를 제외하고 개시 계전

기의 리셋과 함께 ARC에 있는 리셋 스위치의 수동 누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수동으로 ESF의 개시를 위한 신호와 자동 개시 신호의 논리 결합도는 그림 6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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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ESFAS 구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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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ESFAS의 신호흐름도 (DPPS에서 Actuator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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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ESFAS의 2/4 논리구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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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한 모델 환경은 DPPS의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며, 계통의 작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의 실패 확률, 즉 작동요구시 실패 확률 (failure probability on 

demand)을 추정하기 위하여 NUREG/CR-2300 [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장 수목 

분석 기법에 의해 평가하였다. 고장수목의 구성과 정량화를 위하여 KIRAP 

(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nalysis code package) 전산 코드([13], [14])를 이용하였다. 

다음과 같이 분석의 대상을 한정하고 가정을 도입하였다.  

 

1. 고유기능인 ESF신호의 성공적인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능 또는 

설비들은 고장 수목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시계, 

기록계, 경보장치, 시험회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대개의 부품은 여자상태에서 운전되므로 고장 즉시 해당 채널의 정지 및 

지시계 표시 등을 통하여 발견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모든 고장은 시험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채널의 우회와 정지는 계통의 성공 기준에서 차이를 만들어 최종 이용불

능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에서는 채널의 우회는 고려하지 않았다.  

4. 운전원의 오작동에 의해 ESF 신호가 잘못 우회될 가능성도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5. 고장감시타이머나 프로세서-프로세서 감시를 통해 기기의 이상을 감지하

여 정지신호를 출력하는 경우 경보가 발생하게 되므로, 운전원이 기기의 

고장을 감지하고 해당 채널을 bypass시킨 후 정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

게 bypass를 시킬 경우 계통의 구조는 일시적으로 2/4 구조에서 2/3 구조

로 변화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일시적 구조변화의 효과는 고

려하지 않았다. 

6. 기기의 점검주기는 계측기는 1년, 신호처리 장비는 1개월로 가정하였다. 

디지털 기기의 경우 자동시험이 가능하여 시험 주기를 크게 단축시키고 

시험시간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짧게 할 수 있어 기기의 건전성을 크

게 높일 수 있으나, 아직은 자동시험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동시험으로 인한 시험 주기의 단축은 무시하였다. 

 

DESFAS 고장 수목의 정량화를 위해 이용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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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와 기존 기기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디지털 기기: 국내외에서 동종의 가압경수로용 기기의 사용이력이 없으므로 

기기 공급자가 제공하는 고장확률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기기 공급자의 

자료[15]와 관련 보고서 리뷰 자료[16]를 참조하였다.  

- 기존 기기: 디지털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는 국내외에서 운전경험이 풍

부한 편이므로 사용이력을 반영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참고문헌[8]에서 사

용한 국내의 고유 운전경험 자료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모델에서 사용된 자료는 선행 보고서[2]에 값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보고서

에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DESFAS 고장수목의 정성적 평가 결과인 최소단

절집합은 표 6에 수록하였는데, 보고서의 지면 관계상 AFAS1의 정점사건에 대해 

1E-10이상의 최소단절집합만을 기술하였다. 각 최소단절집합의 중요도 척도로는 

허셀베슬리 중요도(FV)를 참고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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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AFAS1 신호에 대한 FT모델 최소단절집합 

 

번호 확률 FV값 기본사건들     

1 3.660e-005 0.6702 FSOPHMCR MFLTK-LSL1    

2 4.965e-006 0.0909 FSOMWDO FSOPHMCR    

3 2.205e-006 0.0404 FSOPHMCR FSPMW FSWDJPCCF   

4 2.045e-006 0.0374 FSIMWD FSOPHMCR    

5 1.900e-006 0.0348 FSORW FSOPHMCR    

6 1.900e-006 0.0348 RPOTW FSOPHMCR    

7 9.950e-007 0.0182 FSOPHMCR RPIMW    

8 3.990e-007 0.0073 FSOPHMCR RPPMWLL RPWDJCCF   

9 3.540e-007 0.0065 FSOPHMCR RPOMW    

10 1.264e-007 0.0023 FSOMAP1A15 FSOPHMCR FSOMAV2B19   

11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V1A19 FSOMAV1B19   

12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V1A19 FSOMAV2B19   

13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P2A15 FSOMAV1B19   

14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V2A19 FSOMAV1B19   

15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V1A19 FSOMAP1B15   

16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P2A15 FSOMAP2B15   

17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P2A15 FSOMAP1B15   

18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V2A19 FSOMAP2B15   

19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V1A19 FSOMAP2B15   

20 1.264e-007 0.0023 FSOMAP1A15 FSOPHMCR FSOMAP2B15   

21 1.264e-007 0.0023 FSOMAP1A15 FSOPHMCR FSOMAP1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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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P2A15 FSOMAV2B19   

23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V2A19 FSOMAV2B19   

24 1.264e-007 0.0023 FSOPHMCR FSOMAV2A19 FSOMAP1B15   

25 1.264e-007 0.0023 FSOMAP1A15 FSOPHMCR FSOMAV1B19   

26 2.880e-008 0.0005 FSOPHMCR MFLTYA-LSL1 MFLTYB-LSL1 MFLTYC-LSL1  

27 2.880e-008 0.0005 FSOPHMCR MFLTYA-LSL1 MFLTYC-LSL1 MFLTYD-LSL1  

28 2.880e-008 0.0005 FSOPHMCR MFLTYA-LSL1 MFLTYB-LSL1 MFLTYD-LSL1  

29 2.880e-008 0.0005 FSOPHMCR MFLTYB-LSL1 MFLTYC-LSL1 MFLTYD-LSL1  

30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V2A19 FSWDJV1B FSPMAV1B  

31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V2A FSOMAV1B19 FSPMAV2A  

32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P2A15 FSWDJV2B FSPMAV2B  

33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P2A15 FSWDJV1B FSPMAV1B  

34 2.814e-008 0.0005 FSOMAP1A15 FSOPHMCR FSWDJP2B FSPMAP2B  

35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V1A FSOMAP1B15 FSPMAV1A  

36 2.814e-008 0.0005 FSOMAP1A15 FSOPHMCR FSWDJV2B FSPMAV2B  

37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V1A FSOMAP2B15 FSPMAV1A  

38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V2A19 FSWDJP2B FSPMAP2B  

39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V1A19 FSWDJP1B FSPMAP1B  

40 2.814e-008 0.0005 FSOMAP1A15 FSOPHMCR FSWDJV1B FSPMAV1B  

41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V1A19 FSWDJV2B FSPMAV2B  

42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P2A FSOMAV2B19 FSPMAP2A  

43 2.814e-008 0.0005 FSOMAP1A15 FSOPHMCR FSWDJP1B FSPMAP1B  

44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V2A FSOMAP1B15 FSPMAV2A  

45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V1A19 FSWDJP2B FSPMAP2B  

46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V2A FSOMAP2B15 FSPMAV2A  

47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V1A FSOMAV1B19 FSPMAV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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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P2A15 FSWDJP2B FSPMAP2B  

49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V1A FSOMAV2B19 FSPMAV1A  

50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V2A19 FSWDJP1B FSPMAP1B  

51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V1A19 FSWDJV1B FSPMAV1B  

52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P2A FSOMAV1B19 FSPMAP2A  

53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P2A FSOMAP2B15 FSPMAP2A  

54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V2A FSOMAV2B19 FSPMAV2A  

55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P2A15 FSWDJP1B FSPMAP1B  

56 2.814e-008 0.0005 FSOPHMCR FSWDJP2A FSOMAP1B15 FSPMAP2A  

57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V2A19 FSWDJV2B FSPMAV2B  

58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P2B15 FSPMAP1A FSWDJP1A  

59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V2B19 FSPMAP1A FSWDJP1A  

60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P1B15 FSPMAP1A FSWDJP1A  

61 2.814e-008 0.0005 FSOPHMCR FSOMAV1B19 FSPMAP1A FSWDJP1A  

62 1.589e-008 0.0003 FSOMWDO FSPSW    

63 1.330e-008 0.0002 FSOPHMCR RPPMWBI    

64 7.056e-009 0.0001 FSPSW FSPMW FSWDJPCCF   

65 6.544e-009 0.0001 FSIMWD FSPSW    

66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P2B FSPMAP1A FSWDJP1A FSPMAP2B 

67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V1A FSWDJV2B FSPMAV1A FSPMAV2B 

68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V1B FSPMAP1A FSWDJP1A FSPMAV1B 

69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P1B FSPMAP1A FSWDJP1A FSPMAP1B 

70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V2A FSWDJV2B FSPMAV2A FSPMAV2B 

71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P2A FSWDJP2B FSPMAP2A FSPMAP2B 

72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V1A FSWDJP2B FSPMAV1A FSPMAP2B 

73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P2A FSWDJV2B FSPMAP2A FSPMAV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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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P2A FSWDJP1B FSPMAP2A FSPMAP1B 

75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V2A FSWDJP2B FSPMAV2A FSPMAP2B 

76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V2B FSPMAP1A FSWDJP1A FSPMAV2B 

77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P2A FSWDJV1B FSPMAP2A FSPMAV1B 

78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V1A FSWDJV1B FSPMAV1A FSPMAV1B 

79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V2A FSWDJV1B FSPMAV2A FSPMAV1B 

80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V1A FSWDJP1B FSPMAV1A FSPMAP1B 

81 6.266e-009 0.0001 FSOPHMCR FSWDJV2A FSWDJP1B FSPMAV2A FSPMAP1B 

82 6.080e-009 0.0001 FSORW FSPSW    

83 6.080e-009 0.0001 RPOTW FSPSW    

84 2.527e-009 0.0000 FSOPHMCR MFLTYA-LSL1 MFLTYC-LSL1 RPIMRD1  

85 2.527e-009 0.0000 FSOPHMCR MFLTYA-LSL1 MFLTYB-LSL1 RPIMRD1  

86 2.527e-009 0.0000 FSOPHMCR RPIMRA1 MFLTYB-LSL1 MFLTYC-LSL1  

87 2.527e-009 0.0000 FSOPHMCR MFLTYB-LSL1 MFLTYD-LSL1 RPIMRC1  

88 2.527e-009 0.0000 FSOPHMCR MFLTYA-LSL1 MFLTYB-LSL1 RPIMRC1  

89 2.527e-009 0.0000 FSOPHMCR MFLTYB-LSL1 MFLTYC-LSL1 RPIMRD1  

90 2.527e-009 0.0000 FSOPHMCR RPIMRA1 MFLTYC-LSL1 MFLTYD-LSL1  

91 2.527e-009 0.0000 FSOPHMCR RPIMRB1 MFLTYC-LSL1 MFLTYD-LSL1  

92 2.527e-009 0.0000 FSOPHMCR MFLTYA-LSL1 MFLTYD-LSL1 RPIMRC1  

93 2.527e-009 0.0000 FSOPHMCR RPIMRA1 MFLTYB-LSL1 MFLTYD-LSL1  

94 2.527e-009 0.0000 FSOPHMCR MFLTYA-LSL1 RPIMRB1 MFLTYD-LSL1  

95 2.527e-009 0.0000 FSOPHMCR MFLTYA-LSL1 RPIMRB1 MFLTYC-LSL1  

 



- 41 - 

제 3 장 Digital I&C를 포함하는 플랜트 모델 
 

제 1 절 원자로정지불능 사고 빈도 계산 모델 
 

제2장 1절에 전술한 바와 같이, 플랜트 PSA 모델인 Risk Monitor용 PSA 모

델은 초기사건(initiating event; IE)별로 원자력발전소가 안전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를 모델링하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각 초기사건 별로 디지털 시

스템이 안전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초기사건에 대해서는 “플랜트의 정상운전을 교란시켜 냉각재 상실사고 등 

비정상적인 과도상태를 유발하는 사건 (Any event that perturbs the steady state 

operation of the plant thereby initiating an abnormal event such as a transient or the loss of 

coolant accident (LOCA) within a plant)”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국형 표준원전의 경우 기존의 PSA수행과정에서 여러가지 가능한 과도상

태을 유발하는 수많은 사건중에서 중요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IE를 약 60개로 

정의하고 하였다. 이러한 IE들을 각각의 특성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고려하여 16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들 IE그룹 중 원자로 용기파단사고

(reactor vessel rupture accident)와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interfacing system 

LOCA)의 경우 발생즉시 원자로심이 손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PSA

모델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IE는 14개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14가지 IE그룹 중에서 특기할 내용은 원자로정지불능 사고(An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ATWS)이다. ATWS는 초기사건 그 자체라기 보다는 초기사

건의 발생후 원자로정지를 위해 정지봉을 삽입하는 반응도 제어(Reactivity control)

에 실패한 경우를 일컫게 되므로 원래의 IE에는 속하지 않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므로 하나의 독립 IE그룹으로 분류하여 상세한 

안전성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ATWS의 발생빈도는 그 자체가 단독으

로 확률적으로 정의되기 보다는 다른 IE의 발생후 정지봉 삽입에 실패할 확률을 

산출하여 이를 ATWS의 발생빈도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대형냉각재 

상실사고 (Large LOCA)와 중형냉각재 상실사고 (Medium LOCA)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정지봉을 삽입하여 원자로를 정지시켜는지와는 관계없이 사고전개가 이루

어지므로, 이 두가지 사건은 ATWS의 빈도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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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S의 빈도계산이 Digital I&C를 포함하는 플랜트모델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림 7에 간략히 도시한 바와 같이 안전기능(Safety function)

의 상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안전기능인 원자로 반응도 제어가 실패하는 이

유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작동기(actuator)가 작동하도록 하는 신

호의 생성 실패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동기의 성공적인 가동 실패로 인

한 것이다. 즉, 작동기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동 신호

의 생성에 실패하면 결국 안전기능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며, 신호가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작동기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기능이 성공적으로 작동하

지 못할 것이다.  

 

 

FAILURE OF 
SAFETY FUNCTION

ACTUATOR FAILURE SIGNAL FAILURE

HUMAN OPERATOR
MANUAL SIGNAL FAILURE

SIGNAL GENERATING
SYSTEM FAILURE

 
 

그림 7. 안전기능 작동실패의 개념 고장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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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신호생성의 문제가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디지털 시스템 중 DPPS

의 원자로정지 신호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른 초기사건으

로 인한 과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특정 초기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플랜트가 어떠한 거동을 보이는지에 따라 관련 정지변수가 결정되므로 이를 반

영하여 해당 계측기들을 고려한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하고, 인간 운전원에게 어

떠한 정보가 제공되는지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검토하여 수동 정지 성공

가능성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인간 운전원의 수동정지 성공가능성을 민감도 분석의 변수로 

취급하였다. 인간 오류 부분은 그 분석이 복잡하므로 별개의 이슈로 다룰 예정이

며, 본 보고서에서는 그 추정치를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그 영향의 정도만을 가늠하기로 한다.  

 

특정 초기사건 상황하에서 제2장에 기술된 15개의 원자로 정지변수중 어떠

한 정지변수가 관련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초기사건에 대해 기술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많은 안전관

련 문서를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 반영하여 플랜트의 거동을 개략

적으로 추정하고, 가능한 정지변수의 목록을 작성한다. 

2. 다중보호계통(DPS)은 가압기고압력과 격납건물고압력의 신호에 의

해서만 원자로 정지신호를 발생하게 되므로, 1의 결과를 고려하여 

각 초기사건의 경우에 DPS의 작동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목록에 

추가한다. 

3. 각 초기사건에 대해 대표적인 경우를 선정하여 각종 변수들의 거동

을 시뮬레이션한다. 

4. 각 초기사건에 대해 ‘Time response design criteria for safety-related 

operator actions [17]’를 기준으로 운전원이 사건을 인지하고 대처하

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한다 

5.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노심이 손상되는 시점을 찾고, 운전원에

게 필요한 시간을 뺀 시점을 역산하여, 그 시점까지 발생하는 정지

변수 목록을 작성하고 DPS의 작동 여부를 판단한다. 

6. 1,2에서 작성된 목록과 5에서 작성된 목록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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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다. 

 

각 단계별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KSNPP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여 표7의 

결과를 얻었다. 즉, 각 초기사건에 대하여 전형적인 사고진행 과정

을 추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지변수 목록을 작성하

였다. 안전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약간의 보수성을 가지

고 변수를 선정하였다.  

2. DPS의 원자로 정지신호 발생여부도 상기와 같이, 관련 문서를 검토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 7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3. 본 연구에서는 시험적으로 소형냉각재 상실사고(Small LOCA)의 경

우를 분석하였다. 모든 초기사건의 경우를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

지만 이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시범 모델

만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나의 cold leg에 직경 2인치의 파단이 발생

한 것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MARS 시뮬레이션 코

드를 이용하였다. DPPS가 작동불능이고 운전원의 수동트립이 실패

한 경우를 시뮬레이션해야 하므로 이러한 트립신호는 일체 없는 것

으로 가정하여 결과를 얻었다. 또한 열수력모델을 위한 입력을 정

교히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급수는 사고발생후 차단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화학체적제어계통의 충진펌프도 작동하지 않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제약으로 인해 격납건물내의 압력

은 시뮬레이션하지 않았다.  

4. 본 연구에서 수행한 소형냉각재 상실사고의 경우 ‘Time response 

design criteria for safety-related operator actions [17]’ 기준에서는 ‘플랜트

조건 4’에 해당하므로 최소진단시간 20분과 운전원조치 5분을 더하

여 25분(1500초)의 수행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참고로 

‘Time response design criteria for safety-related operator actions’에서 제시

한 최소진단시간과 운전원조치 시간은 표 8과 9에 보였다. 

5. 시뮬레이션의 결과 소형냉각재상실사고의 경우 노심이 손상되는 온

도인 2200°F 에 이르는 시각은 사고개시후 2567초후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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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따라서 사고개시후 2567초에서 1500초를 뺀 1067초 이내에 

자동 트립신호가 DPPS로부터 발생되지 않아, 운전원이 뒤늦게 개

입하였을 경우 성공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1067초이내에 설정치를 초과하는 정지변수의 목

록을 작성하였다. 그림 8에 가압기 압력의 거동과 설정치를 예시하

였다. 

6. 위의 1단계와 2단계에서 작성된 목록인 표7를 참고하면, 저핵비등

이탈율, 가압기저압력, 격납건물고압력의 3가지 정지변수가 작동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격납건물압력이 모델링되지 않았고 노심보호연

산기 관련변수들은 같은 신호처리 채널을 통해 처리된다는 것을 고

려하면,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적 잘 부합되는 것이다. 다만, 시

뮬레이션 결과에는 원래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증기발생기 

저유량 변수가 설정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추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한 ATWS빈도를 산정하기 위한 모델을 작성하

였다. 안전관련 문서, 전문가 의견, 실제 열수력 모델을 이용한 거동파악 등을 통

해 최대한 실제상황을 반영하였으므로 비교적 정확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사건별 특징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여 최악의 상황과 특징적인 

상황을 두루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원의 수동 트립 성공확률을 계산

하기 위해서는 발생 경보, 훈련의 내용, 경험, 시간의 제약, 플랜트의 상태, 동원

가능한 수단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전

체 초기사건에 대한 상세 분석을 수해알 경우 보다 완전한 ATWS 고장수목 모델

이 작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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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문헌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초기사건별 설정치초과 

정지변수와 DPS 적용여부 

 

초기사건 DPPS 정지변수 DPS 적용여부 

SLOCA 
저핵비등이탈률, 가압기저압력, 

격납건물고압력 
X 

SGTR 증기발생기고수위, 저핵비등이탈률 X 

LSSB 

증기발생기저압력, 가변과출력, 

증기발생기저수위,  

가압기저압력, 저핵비등이탈률 

X 

LOFW 증기발생기저수위, 가압기고압력 O 

LOCV 가압기고압력 O 

LOCCW 냉각재 저유량, 저핵비등이탈률 O 

LOKV 냉각재 저유량, 저핵비등이탈률 O 

LODC 
가압기고압력, 저핵비등이탈률, 

증기발생기고수위 
O 

LOOP  냉각재 저유량, 저핵비등이탈률 O 

GTRN 가압기고압력, 저핵비등이탈률 O 
 

SLOCA: Small Loss of Coolant Accident,  

SGTR: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LSSB: Large Secondary Side Break,  

LOFW: Loss of Feed Water,  

LOCV: Loss of Condenser Vacuum,  

LOCCW: Loss of Component Cooling Water,  

LOKV: Loss of 4.16KV AC bus,  

LODC: Loss of 125V DC bus,  

LOOP: Loss of Offsite Power,  

GTRN: General Trans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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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운전원 수동트립을 위한 최소진단시간[17]  

 

플랜트조건 최소진단시간 

2 5 분 

3 10 분 

4 & 5 20 분 
*참고: 플랜트 조건은 해당사고의 발생빈도에 따라 정해짐. 정상운전

은 ‘플랜트 조건 1’이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번호가 높음. 

 

 

 

표 9. 운전원조치 시간[17] 

 

플랜트조건 수행시간 

2 1+ 

3 3+ 

4 & 5 5+ 

주제어실 외부에서 

조치하는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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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형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가압기 압력의 거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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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ESF 작동 신호 모델 
 

전술한 바와 같이 ESF신호는 계측기에서 검출되어 DPPS에 입력되고 여기

서 설정치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한 후 이 값이 DESFAS에 입력으로 사용되며 

최종적으로 펌프와 밸브별로 작동신호가 출력된다. 이 신호는 펌프와 벨브 등 작

동기에 제공되어 안전기능의 작동이 필요할 시에 각 기기의 작동을 제어하게 된

다. 기존의 Risk Monitor용 PSA 모델에서 이러한 작동기의 고장에 대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 논리게이트가 있으므로 이 논리게이트들에 신호발생의 실패를 추

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표 10에서 16에 각 신호별 동작 기기 목록

을 수록하였다 [8].  

한편, 표 10에서 16에 수록된 기기들이 모두 Risk Monitor용 PSA 모델의 고

장수목에 모델링된 것은 아니며 각 기기의 고장이 중요 안전기능의 성공적인 수

행을 실패로 만들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모델링에 반영되었다. 또한 DESFAS

는 펌프와 밸브를 위한 신호를 각기 다른 프로세서를 통해 처리하게 되므로 고

장의 파급을 정확히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 기기들의 분류가 필요하다. Risk 

Monitor에서 반영한 기기들의 목록을 펌프와 밸브로 나누어, DESFAS로부터의 작

동 신호생성실패가 포함되어야 하는 상위 논리게이트를 정리하면 표 17, 18과 같

다. 표에 나타난 논리게이트들은 Risk Monitor용 PSA 모델에서 상세 설명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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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SIAS에 의해 동작되는 기기 (Tr. 1) 

신호 계통명 기기 설명 동작 
ACU fan VC-AH03A Start ESFAS-CREVAS 

Tr.A ACU damper VC-Y0015A, Y0017A, Y0177A Close 

CVCS (CV) Letdown CIV CV-V516 Close 

CCW Iso. V/V CC-V081, V083 Close 
CCWS (CC) 

SFP cool. HX Iso. V/V CC-V133 Open 

Aux. Bldg. HVAC 

(VA) 

PAB Iso. Damper VA-Y0019A, Y0020A, 

Y0023A, Y0024A 
Close 

ESW (SX) ESW cross tie V/V SX-V080 Close 

HPSI header isol. v/v SI-V627,  

SIT isol. v/v SI-V634 
Open 

Safety injection (SI) 

SIT fill & drain line isol. v/v SI-V681 Close 

Safety injection (SI) 
HPSI header isol. v/v SI-V617,  

SIT isol. v/v SI-V644 
Open 

CCWS (CC) CCW pump CC-PP01A Start 

CCWS (CC) CCW pump CC-PP02A Start 

Safety Inj. Sys. (SI) Isol. v/v SI-V635, V637 Open 

Acu. Make-up fan VC-AH03A Start 
MCR HVAC (VC) 

Damper VC-Y0015A, Y0017A Close 

Safety Inj. Sys. (SI) Isol. v/v SI-V645, V647 Open 

MCR HVAC (VC) Isol. Damper VC-Y0177A Close 

 DG load sequencer Actuation 

ECCS Rm. HVAC 

(VY) 
Acu. Fan VY-AH01A Start 

Supply fan VE-AH01A,  

Return fan VE-AH03A,  

Class 1E Batt. Room fan VE-AH05A 

Start 
ESF Rm. HVAC (VE) 

Isol. Damper VE-Y0071A Open 

ESF Rm. HVAC (VE) 

Supply fan VE-AH02A,  

Return fan VE-AH04A,  

Class 1E Batt. Room fan VE-AH06A 

Start 

SW pump SW-PP04A Start Traveling screen 

and screen wash 

(SW) 
SW discharge V/V SW-V035 Open 

Safety Inj. Sys. (SI) HPSI pump SI-PP02A Start 

Safety Inj. Sys. (SI) LPSI pump SI-PP01A Start 

CCWS (CC) CCW Isol. v/v CC-V105 Open 

SIAS  

Tr. A 

Traveling screen 

and screen wash 

(SW) 

SW pump SW-PP03A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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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SIAS에 의해 동작되는 기기 (Tr. 2) 

신호 계통명 기기 설명 동작 
Acu fan VC-AH-03B Start ESFAS-CREVAS Tr. 

B Acu damper VC-Y0016B, Y0018B, Y0178B Close 

CVCS (CV) Letdown CIV CV-V515 Close 

CCW Iso V/V CC-V082, V084 Close 
CCWS (CC) 

SFR cool. HX Iso. V/V CC-V134 Open 

Aux. Bldg. HVAC (VA)
PAB Iso damper VA-Y0021B, Y0022B, 

Y0027B, Y0028B 
Close 

ESW (SX) ESW cross tie V/V SX-V081 Close 

HPSI HDR Iso V/V SI-V636,  

SIT Iso V/V SI-V614 
Open 

Safety Injection (SI) 
Iso V/V SI-V628, V322,  

SIT fill & drain V/V SI-V621 
Close 

HPSI HDR Iso V/V SI-V646,  

SIT Iso V/V SI-V624 
Open 

Safety Injection (SI) 
Iso V/V SI-V618,  

SIT fill & drain V/V SI-V611 
Close 

CCWS (CC) CCW P/P CC-PP01B Start 

CCWS (CC) CCW P/P CC-PP02B Start 

Iso V/V SI-V615, V626 Open 

Safety Injection (SI) Iso V/V SI-V648,  

SIT fill & drain V/V SI-V641 
Close 

Acu make-up fan VC-AH03B Start 
MCR HVAC (VC) 

Acu damper VC-Y0016B, Y0018B Close 

Iso V/V SI-V625, V616 Open 

Safety Injection (SI) Iso V/V SI-V638, V332,  

SIT fill & drain V/V SI-V631 
Close 

MCR HVAC (VC) Damper Iso VC-Y0178B Close 

 DG load sequencer Actuation 

ECCS Rm. HVAC (VY) Acu fan VY-AH01B Start 

Supply fan VE-AH01B,  

Return fan VE-AH03B,  

Class 1E Batt. Room fan VE-AH05B 

Start 
ESF Rm. HVAC (VE) 

Iso damper VE-Y0072B Open 

ESF Rm. HVAC (VE) 

Supply fan VE-AH02B,  

Return fan VE-AH04B,  

Class 1E Batt. Room fan VE-AH06B 

Start 

Traveling screen and 

screen wash (SW) 
SW P/P SW-PP04B Start 

Safety Inj. Sys. (SI) HPSI P/P SI-PP02B Start 

Safety Inj. Sys. (SI) LPSI P/P SI-PP01B Start 

CCWS (CC) CCW Iso V/V CC-V106 Open 

SIAS 

Tr. B 

Traveling screen and 

screen wash (SW) 
SW P/P SW-PP03B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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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CIAS에 의해 동작되는 기기 

신호 계통명 기기 설명 동작 
Primary Sampling (PX) CIV PX-V001, V003, V007 Close 

Process Sampling (PS) CIV PS-V031, V033 Close 

Combustible gas control (HG) CIV HG-V003, V007 Close 

Combustible gas control (HG) CIV HG-V001, V005 Close 

Primary Sampling (PX) CIV PX-V015, V035 Colse 

Process Sampling (PS) CIV PS-V035, V257 Close 

Radiation monitoring (PR) CIV PR-V431 Close 

Gaseous radwaste (GW) CIV GW-V001 Close 

Radioactive drains (DE) CIV DE-V001 Close 

Service air (SA) CIV SA-V001 Close 

CNMT monitoring (CM) CIV CM-V001, V003, V007, V009 Close 

CNMT purge (VQ) 
CNMT purge Iso. v/v VQ-V011, 

V031, V013, V033 
Close 

SGBDS (SD) CIV SD-V005, V007 Close 

Fire protection (FP) CIV FP-V030 Close 

Instrument air (IA) CIV IA-V020 Close 

Nitrogen system (NT) HP SUP Iso. V/V NT-V004 Close 

Plant chilled water (WI) CIV WI-V054, V056 Close 

RDT discharge line CIV CV-V560 Close 
CVCS (CV) 

RMW supply v/v to RDT CV-V580 Close 

CIAS 

Tr. A 

CVCS (CV) Letdown CIV CV-V516 Close 

Combustible gas control (HG) CIV HG-V004, V008 Close 

Primary sampling (PX) CIV PX-V002, V005, V008, V016 Close 

Process sampling (PS) CIV PS-V032, V034 Close 

Combustible gas control (HG) CIV HG-V002, V006 Close 

Primary Sampling (PX) CIV PX-V052, V036, V038 Colse 

Process Sampling (PS) CIV PS-V036, V258 Close 

Radiation monitoring (PR) CIV PR-V432, V434 Close 

Gaseous radwaste (GW) CIV GW-V002 Close 

Radioactive drains (DE) CIV DE-V002 Close 

Condenser vacuum (CA) CIV CA-V013 Close 

CNMT monitoring (CM) CIV CM-V002, V004, V008, V010 Close 

CNMT purge (VQ) 
CNMT purge Iso. v/v VQ-V014, 

V034, V012, V032 
Close 

SGBDS (SD) CIV SD-V006, V008 Close 

Plant chilled water (WI) CIV WI-V053, V055 Close 

CVCS (CV) RDT discharge line CIV CV-V561 Close 

CIAS 

Tr. B 

CVCS (CV) Letdown CIV CV-V523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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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CSAS에 의해 동작되는 기기 

신호 계통명 기기 설명 동작 
LPSI pump discharge isol. v/v CS-V033 Close 

CSS (CS) 
Spray isol. v/v CS-V035 Open 

- SWGR ALT FD PCB NB-SW02M Trip 

CSS (CS) CS pump CS-PP01A Start 

CVCS (CV) CIV CV-V506 Close 

CIV CC-V161, V163 Close 
CCWS (CC) 

Spray Hx. A inlet isol. v/v CC-V141 Open 

CSAS 

Tr. A 

- D/G load sequencer Actuation 

LPSI pump discharge isol. v/v CS-V034 Close 
CSS (CS) 

Spray isol. v/v CS-V036 Open 

- SWGR ALT FD PCB NB-SW02N Trip 

CSS (CS) CS pump CS-PP01B Start 

CVCS (CV) CIV CV-V505 Close 

CIV CC-V162 Close 
CCWS (CC) 

Spray Hx. A inlet isol. v/v CC-V142 Open 

CSAS 

Tr. B 

- D/G load sequencer Actuation 

 

 

 

 

 

 

 

 

표 14. RAS에 의해 동작되는 기기 

신호 계통명 기기 설명 동작 

Safety injection (SI)
HP mini-flow line isol. v/v SI-V667 

LP mini-flow line isol. v/v SI-V669 
Close 

CSS (CS) CS mini-flow v/v CS-V025 Close 

Safety injection (SI) LPSI pump SI-PP01A Stop 

CCWS (CC) SDC Hx. A inlet isol. v/v CC-V073 Close 

CIV SI-V675 Open 

RAS 

Tr. A 

Safety injection (SI)
Mini-flow line isol. v/v to RWT SI-V659 Close 

Safety injection (SI)
HP mini-flow line isol. v/v SI-V666 

LP mini-flow line isol. v/v SI-V668 
Close 

CSS (CS) CS mini-flow v/v CS-V026 Close 

Safety injection (SI) LPSI pump SI-PP01B Stop 

CCWS (CC) SDC Hx. B inlet isol. v/v CC-V074 Close 

CIV SI-V676 Open 

RAS 

Tr. B 

Safety injection (SI)
Mini-flow line isol. v/v to RWT SI-V660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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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MSIS에 의해 동작되는 기기 

신호 계통명 기기 설명 동작 

MSS (MS) 
MSIV bypass v/v MS-V163, 

V162 
Close 

Process sampling (PS)
CIV PS-V031, V033, V035 

Sample isol. v/v PS-V257 
Close 

MFWS (FW) FW v/v FW-V138 Close 

MSS (MS) MSIV MS-V152, V154 Close 

SGBDS (SD) 
SG 1 blowdown isol. v/v SD-

V007 
Close 

MFWS (FW) MFIV FW-V121, V123 Close 

MSS (MS) MSIV MS-V151, V153 Close 

SGBDS (SD) CIV SD-V005 Close 

MFWS (FW) MFIV FW-V131, V133 Close 

MSIS 

Tr. A 

MFWS (FW) Booster pump FW-PP04 Stop 

MSS (MS) 
MSIV bypass v/v MS-V163, 

V162  
Close 

Process sampling (PS)
CIV PS-V032, V034, V036 

Sample isol. v/v PS-V258 
Close 

MFWS (FW) FW v/v FW-V139 Close 

MSS (MS) MSIV MS-V152, V154 Close 

SGBDS (SD) 
SG 2 blowdown isol. v/v SD-

V008 
Close 

MFWS (FW) MFIV FW-V122, V124 Close 

MSS (MS) MSIV MS-V151, V153 Close 

SGBDS (SD) CIV SD-V006 Close 

MFWS (FW) MFIV FW-V132, V134 Close 

MSIS 

Tr. B 

MFWS (FW) Booster pump FW-PP04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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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AFAS에 의해 동작되는 기기 

신호 계통명 기기 설명 동작 
SGBDS (SD) Isol. v/v SD-V005, V007 Close 

 D/G load sequencer Actuation 

Process sampling (PS) Isol. v/v PS-V031, V033 Close 

AFWS (AF) Modulating v/v AF-V036 Close/Mod. 

AF pump AF-PP01A Start 

AF isol. v/v AF-V043,  Open AFWS (AF) 

Modulating v/v AF-V035 Close/Mod. 

MSS (MS) AF turbine v/v MS-V110 Open 

Process sampling (PS) Isol. v/v PS-V035, V257 Close 

AFAS-1 

Tr. A  

AFWS (AF) AF isol. v/v AF-V043 Cycling 

SGBDS (SD) Isol. v/v SD-V006, V008 Close 

 D/G load sequencer Actuation 

Process sampling (PS) Isol. v/v PS-V032, V034 Close 

AF pump turbine (AT) AF turbine (TA01B) v/v AT-V010 Open 

Process sampling (PS) Isol. v/v PS-V036, V258 Close 

AFWS (AF) AF isol. v/v AF-V044 Open 

AFAS-1 

Tr. B 

AFWS (AF) AF isol. v/v AF-V044 Cycling 

AF pump turbine (AT) AF turbine (TA01A) v/v AT-V009 Open 

AF isol. v/v AF-V046 Open 
AFWS (AF) 

Modulating v/v AF-V038 Close/Mod. 

 D/G load sequencer Actuation 

AFWS (AF) Modulating v/v AF-V037 Close/Mod. 

AFAS-2 

Tr. A 

AFWS (AF) AF isol. v/v AF-V046 Cycling 

AF pump AF-PP02B Start 
AFWS (AF) 

AF isol. v/v AF-V045 Open 

MSS (MS) AF turbine v/v MS-V109 Open 

 D/G load sequencer Actuation 

AFAS-2 

Tr. B 

AFWS (AF) AF isol. v/v AF-V045 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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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ESF신호별 펌프 및 밸브의 연결 논리게이트 (AFAS, CSAS, RAS) 

신호 펌프 밸브 

GAFMOD-AA (SOV) 

GAFMOD-BA (SOV) 

GAFMV43-AA (MOV) 

GAFMV43-AA-SBOM 

GAFMOD-AA-SBOM 

AFAS1A GAFMP01A-S 

GAFMOD-BA-SBOT 

GAFMV44-BA 
AFAS1B GAFTP01B-S 

GAFMV44-BA-SBOT 

GAFMOD-AB 

GAFMOD-BB 

GAFMV46-BB 

GAFMOD-BB-SBOM 

GAFMV46-BB-SBOM 

AFAS2A GAFTP02A-S 

GAFMOD-AB-SBOT 

GAFMV45-AB 
AFAS2B GAFMP02B-S 

GAFMV45-AB-SBOT 

CSASA GCSPP01A GCSMV035A 

CSASB GCSPP01B GCSMV036B 

 GCCCSHX1A-ISOL 
RASA 

 GHSMV675A 

 GCCCSHX1B-ISOL 
RASB 

 GHSMV6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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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ESF신호별 펌프 및 밸브의 연결 논리게이트 (SIAS) 

신호 펌프 밸브 

GHSIG637A 

GHSIG647A 

GHSIG617A 

GHSIG627A 

GHSIH637A 

GHSIH647A 

GHSIH617A 

GHSIH627A 

GHSRG637A 

GHSRG647A 

GHSRG617A 

GHSRG627A 

GLSG6351A 

SIASA 
GHSMPSUA 

GLSILPSI1 

GLSG6451B 

GHSIG636B 

GHSIG646B 

GHSIG616B 

GHSIG626B 

GHSIH636B 

GHSIH646B 

GHSIH616B 

GHSIH626B 

GHSRG636B 

GHSRG646B 

GHSRG616B 

GHSRG626B 

GLSG6152A 

SIASB 
GHSMPSUB 

GLSILPSI2 

GLSG62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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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합된 고장수목 개요 
 

제 1절과 2절에 기술한 과정을 거쳐 기존의 Risk Monitor용 고장수목 모델에

DPPS와 DESFAS계통을 포함시키게 된다. 이렇게 작성된 노심손상빈도 모델은 매

우 방대한 크기이므로 본 보고서에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명의 편

의를 위해 top-down 방식으로 개념적 도시인 그림9부터 12까지를 따라가며 특정

한 경우 하나만을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9는 한국형 표준원전의 노심손상빈도를 구하기 위한 최상위 고장수목

이다. 각 초기사건별로 논리게이트를 구성하였으며, 각 초기사건 논리는 초기사

건의 발생을 나타내는 기본사건과 그 사건의 완화 실패를 나타내는 논리게이트

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 예시한 것은 소형냉각재 상실사고가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초기사건 완화에 실패하는 경우를 몇가지로 분류하여 상세고장수목을 

작성한다. 

그림 10은 이러한 상세 고장수목의 중간단계를 예시한 것이다. 그중에서 격

납건물 냉각살수 재순환 실패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보였다. 격납건물 냉각살수 

재순환 실패의 많은 요인들 중에서 CS열교환기 실패(게이트이름 GCSHXA)의 원

인중 하나로 CDDDSHX1A-ISOL이 있다. 이것은 밸브의 오작동으로 인해 격납건

물 살수 열교환기가 격리되어 버리는 사건을 의미한다.  

그림 11은 이러한 밸브의 오작동을 좀더 상세히 예시한 것이다. 밸브의 오

작동 원인을 분류하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ESF신호인 RAS 생성 

실패이다. 그 원인은 다시 Opto-coupler의 고장과 RAS 자동신호 생성의 실패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호처리 장비인 DESFAS내의 고장은 그 하부에 논리적으로 

모델링되어 있다. DESFAS에서 신호가 생성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DPPS로부

터 적절한 입력값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그림 12는 DPPS 채널A로부터 DESFAS 트레인A로 적절한 입력신호가 제공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모델링한 것을 도시하였다. DPPS와 DESFAS가 정상적인 

출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보고서[1] [2]에서 상세히 설

명하였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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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chin Unit 3 Core
Damage Model (Unit 3)

GCDF-U3

SGTR Sequences (Unit 3)

G-U3-SGTR

LSSB Occur (Unit 3)

G-U3-LSSB

LOCA Sequences (Unit 3)

G-U3-LOCAS

Large LOCA Occur (Unit
3: Assumed Loop 1A Cold

leg break)

G-U3-LLOCA

Medium LOCA Occur
(Unit 3: Assumed Loop 1A

Cold leg break)

G-U3-MLOCA

Small LOCA Occur (Unit
3)

G-U3-SLOCA

Small LOCA Occurs

%U3-SL

3.00E-03

Small LOCA Sequences

G-U3-SLOCA-SQ

Small LOCA Seq.  (HPIand
2nd HR success, LTC

failure)

G-U3-SL-GRP1

Small LOCA CD Seq. #4 
#5; Long-term cooling
failure (U3; success of

HPR)
G-U3-SL-SQ4-5

Small LOCA CD Seq. #8,
9, 10 (U3; failure of HPR)

G-U3-SL-SQ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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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20) (U3; steam

removal by MSSV)

G-U3-SL-SQ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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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국형 표준원전 노심손상빈도 고장수목모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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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한국형 표준원전 노심손상빈도 고장수목모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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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한국형 표준원전 노심손상빈도 고장수목모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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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of init.  signal from
DPPS ch. A for DES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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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한국형 표준원전 노심손상빈도 고장수목모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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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민감도 분석 결과 
 

제 1 절  원자로정지불능사고 빈도  
 

제3장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ATWS빈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고장수목 모델을 

작성하여 인간운전원의 수동개시 실패확률, DPPS의 LCL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오

류확률,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의 3가지를 변수로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표 19에서 21에 보였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하면 그림 

13에서 15에 보인 것과 같다. 

운전원이 수동개시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실패할 확률이 1E-10인 경우는 사

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

다.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 실패는 ATWS빈

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완벽한 백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개시신호를 

생성하는 어떠한 기기에 고장이 존재하더라도 정지신호는 정확히 발생될 수 있

는 것이다. 이때의 ATWS빈도는 연간 8.433E-06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순수히 안

전기능을 수행하는 작동기(펌프 및 밸브)의 고장에 기인하는 것이며 신호의 미발

생으로 인한 영향은 배제된 결과이다. 

KSNPP에서는 DPPS가 운전원에게 몇가지 주요 경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동

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의 오류는 운전원의 오류를 동시에 유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운전원 수동개시’는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수동개

시 실패확률을 보다 현실적인 값으로 가정을 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소프트웨어

의 오류확률이나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에 영향을 받아 ATWS빈도는 약 

15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는 운전원의 수동신호 생성을 무시하고 (수동개시 실패확률 1), 

소프트웨어의 오류확률이 높으며 (1E-3),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률이 낮은

(0.3) 경우이다. 이때는 ATWS빈도가 1.269E-0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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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3인 경우 ATWS빈도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수동개시  

실패확률 

1.00E-03 1.00E-04 0 

1.00E-10 8.433E-06 8.433E-06 8.433E-06 

0.05 1.435E-05 9.722E-06 9.208E-06 

0.5 6.764E-05 2.139E-05 1.625E-05 

1 1.269E-04 3.436E-05 2.408E-05 

 

표 20.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7인 경우 ATWS빈도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수동개시  

실패확률 

1.00E-03 1.00E-04 0 

1.00E-10 8.433E-06 8.433E-06 8.433E-06 

0.05 1.133E-05 9.350E-06 9.130E-06 

0.5 3.749E-05 1.767E-05 1.547E-05 

1 6.657E-05 2.693E-05 2.252E-05 

 

표 21.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9인 경우 ATWS빈도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수동개시  

실패확률 

1.00E-03 1.00E-04 0 

1.00E-10 8.433E-06 8.433E-06 8.433E-06 

0.05 9.825E-06 9.164E-06 9.091E-06 

0.5 2.242E-05 1.581E-05 1.508E-05 

1 3.642E-05 2.321E-05 2.174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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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3인 경우 ATWS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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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7인 경우 ATWS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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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9인 경우 ATWS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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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노심손상빈도  
 

노심손상빈도(CDF)를 정량화하기 위한 고장수목 모델을 작성하여 인간운전

원의 수동개시 실패확률, DPPS의 LCL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고장감시

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의 3가지를 변수로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는 표 22에서 24에 보였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하면 그림 16에서 18에 보인 

것과 같다. 

운전원이 수동개시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실패할 확률이 1E-10인 경우는 사

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고 필요한 

ESF를 수동으로 개시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 실패는 CDF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완벽한 백

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개시신호를 생성하는 어떠한 기기에 고장이 존재하더

라도 정지신호와 ESF개시 신호들은 정확히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CDF

는 연간 7.714E-06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순수히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작동기(펌

프 및 밸브)의 고장에 기인하는 것이며 신호의 미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배제된 

결과이다. 

수동개시 실패확률을 보다 현실적인 값으로 가정을 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소프트웨어의 오류확률이나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에 영향을 받아 CDF

는 약 13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는 운전원의 수동신호 생

성을 무시하고 (수동개시 실패확률 1), 소프트웨어의 오류확률이 높으며 (1E-3),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률이 낮은(0.3) 경우이다. 이때는 CDF가 9.994E-0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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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3인 경우 CDF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수동개시  

실패확률 

1.00E-03 1.00E-04 0 

1.00E-10 7.714E-06 7.714E-06 7.714E-06 

0.05 9.783E-06 9.192E-06 9.126E-06 

0.5 4.064E-05 2.451E-05 2.272E-05 

1 9.994E-05 4.503E-05 3.894E-05 

 

표 23.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7인 경우 CDF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수동개시  

실패확률 

1.00E-03 1.00E-04 0 

1.00E-10 7.714E-06 7.714E-06 7.714E-06 

0.05 9.397E-06 9.144E-06 9.116E-06 

0.5 3.012E-05 2.322E-05 2.245E-05 

1 6.415E-05 4.062E-05 3.801E-05 

 

표 24.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9인 경우 CDF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수동개시  

실패확률 

1.00E-03 1.00E-04 0 

1.00E-10 7.714E-06 7.714E-06 7.714E-06 

0.05 9.205E-06 9.121E-06 9.111E-06 

0.5 2.487E-05 2.257E-05 2.231E-05 

1 4.626E-05 3.842E-05 3.755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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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3인 경우 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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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7인 경우 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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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9인 경우 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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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량조기방출사건 빈도 
 

 

대량조기방출빈도(LERF)를 정량화하기 위한 고장수목 모델을 작성하여 인

간운전원의 수동개시 실패확률, DPPS의 LCL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고

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의 3가지를 변수로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표 25에서 27에 보였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하면 그림 19에서 21에 

보인 것과 같다. 

운전원이 수동개시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실패할 확률이 1E-10인 경우는 사

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고 필요한 

ESF를 수동으로 개시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 소프트웨어의 오류나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 실패는 LERF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즉, 완벽한 

백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개시신호를 생성하는 어떠한 기기에 고장이 존재하

더라도 정지신호와 ESF개시 신호들은 정확히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의 

LERF는 연간 1.243E-05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순수히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작동

기(펌프 및 밸브)의 고장에 기인하는 것이며 신호의 미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배

제된 결과이다. 

수동개시 실패확률을 보다 현실적인 값으로 가정을 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소프트웨어의 오류확률이나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에 영향을 받아 

LERF는 약 54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경우는 운전원의 수동신

호 생성을 무시하고 (수동개시 실패확률 1), 소프트웨어의 오류확률이 높으며 

(1E-3),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률이 낮은(0.3) 경우이다. 이때는 LERF가 

6.744E-0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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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3인 경우 LERF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수동개시  

실패확률 

1.00E-03 1.00E-04 0 

1.00E-10 1.243E-06 1.243E-06 1.243E-06 

0.05 2.201E-06 1.941E-06 1.912E-06 

0.5 2.200E-05 9.803E-06 8.450E-06 

1 6.744E-05 2.176E-05 1.669E-05 

 

표 26.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7인 경우 LERF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수동개시  

실패확률 

1.00E-03 1.00E-04 0 

1.00E-10 1.243E-06 1.243E-06 1.243E-06 

0.05 2.031E-06 1.920E-06 1.908E-06 

0.5 1.405E-05 8.824E-06 8.244E-06 

1 3.767E-05 1.809E-05 1.592E-05 

 

표 27.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9인 경우 LERF 

소프트웨어 

오류확률  
수동개시  

실패확률 

1.00E-03 1.00E-04 0 

1.00E-10 1.243E-06 1.243E-06 1.243E-06 

0.05 1.947E-06 1.910E-06 1.906E-06 

0.5 1.008E-05 8.334E-06 8.141E-06 

1 2.278E-05 1.626E-05 1.553E-05 

 

 



- 73 - 

0.E+00

1.E-05

2.E-05

3.E-05

4.E-05

5.E-05

6.E-05

7.E-05

8.E-05

1.00E-031.00E-040

SW Failure Prob.

LE
R

F

Pr(OP)=1E-10

Pr(OP)=0.05

Pr(OP)=0.5

Pr(OP)=1.0 (no action)

 

그림 19.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3인 경우 L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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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7인 경우 LE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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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고장감시타이머의 고장검출확률이 0.9인 경우 LERF 

 



- 75 -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계통이 원자력 발전소에 도입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의 증감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수행되었으며, 한

국형 표준 원전의 안전계통에 도입된 DPPS와 DESFAS를 모델링하고 전체 플랜

트 위험도평가 모델인 Risk Monitor용 PSA 모델에 결합하여 디지털 시스템이 원

전 위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였다.  

현재 디지털 기기가 원전의 안전계통에 활발하게 도입되는 전 세계적인 추

세에서는, 디지털 기기 자체의 안전성 평가는 물론이고 이들 기기의 도입으로 인

해 원전의 안전성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계측제어 계통이 실제 작동기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지만 많은 기

능의 개시 신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

석하기 위해서는 원전 전체의 플랜트 PSA모델을 계측제어 계통의 모델이 포함되

도록 개선하여 새로운 위험도 계산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고장수목으로 작성

된 플랜트 위험도 모델에 새롭게 개발된 디지털 시스템 위험도 평가 모델을 결

합하여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계통의 경우 아직 정량화하기 

어려운 인자들이 있고, 이의 정량화는 아직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운전원의 수동

조작 실패 가능성’, ‘소프트웨어의 오류 확률’, ‘고장감시 타이머의 고장검출 확률’

을 변수로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디지털 계통의 모델링 및 플랜트 모델과의 결합은 DPPS와 DESFAS 각각의 

계통 이용불능도를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며, 실제 작동 상황을 정확히 모사하도

록 해당 계측기와 작동기, 해당 신호처리 기기를 정확히 구분하여 플랜트 PSA 

모델을 재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진원전 5,6호기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DPPS와 DESFAS 

고장수목 모델을 이용하였다. 총 15종의 원자로 정지 변수 계측기에 대한 DPPS 

고장수목 모델과 총 12종의 작동신호 트레인별 DESFAS 고장수목 모델을 이용하

였다. 디지털 기기의 경우 동종의 가압경수로 사용이력이 없으므로 기기 공급자

가 제공하는 고장확률을 인용하여 사용하였으며, 디지털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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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대해서는 참고문헌[7][8]에서 사용한 국내의 고유 운전경험 자료를 활용하

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ATWS빈도는 민감도 분석의 변수 설정에 따라 연간 8.433E-06에서 

1.269E-04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CDF는 민감도 분석의 변수 설정에 따라 연간 7.714E-06에서 9.994E-05까

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LERF는 민감도 분석의 변수 설정에 따라 연간 1.243E-05에서 6.744E-05까

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의 결과는 표준원전 원자로 보호계통의 고유한 위험도 정보 규제 

및 활용분야에 직접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분석의 결과는 설계과정에도 중요한 피드백을 줄 수 있으므

로 이 연구가 규제자 뿐만 아니라 개발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민감도 분석의 변수로 

처리했던 중요 인자들에 대한 정량화 연구가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으며, 각 초

기사건에 대한 플랜트의 거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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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of the sensitivity study because quantification methodologies for these factors are not 

developed yet. Not only the unavailability of digital safety-critical system itself, but also the risk 

effect of digital systems on the total plant should be assessed to prove the safety of digital 

systems.  

The result of sensitivity study shows that the anticipated-transient-without-scram (ATWS) 

frequency changes from 8.433E-06 (#/yr) to 1.269E-04. The core-damage frequency (CDF) 

changes from 7.714E-06 to 9.994E-05. The large-early-release frequency (LERF) changes from 

1.243E-05 to 6.744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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